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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다산학은 도덕 ㆍ정치  지향의 인간주의  유학임에도 불구하

고 유학과는 양립하기 힘든 종교신학  상제귀신론을 면에 내세운다. 종

교 ㆍ철학  심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다산학이 

자연주의  유학인 주자학의 안티테제라는 을 고려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다산학의 상제귀신론은 애당  자연이 곧 선이라 믿는 주자학의 

자연주의를 극복하기 한 장치가 아닐까. 다시 말해 다산학의 상제귀신론

은, 자연세계 머 자연  정신의 지평을 열어젖힘으로써 인간을 자연필

연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를 자유로운 사유주체ㆍ도덕주체ㆍ정치주체로 

우뚝 세운 다음, 그로 하여  가족ㆍ사회ㆍ국가 속에서 능동  작 를 통

해 선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해, 서학에서 찾아낸 궁여지책일지 모른다.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기 해 다산학의 일신론  상제귀신론  이원론  

형이상학을 주자학의 범신론 이고 일원론 인 음양귀신론과 비교해본다.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 자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AS0043).



논문36

Ⅰ. 유학의 현세성과 종교철학적 관심 

삶과 죽음, 인간과 신을 둘로 나 어 보고 삶과 인간 쪽보다는 죽

음과 신 쪽에 무게 심을 더 많이 두는 그런 종교(religion)에 해 

공자는 그다지 호의 이지 않다. 공자는 죽음보다는 삶을 먼  알아

야 하고, 귀신보다는 산 자를 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

침이 무신론이고 반종교인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귀신 쪽보다는 삶과 

인간 쪽을 우선시하고 있음엔 틀림없다. 공자는 “귀신을 공경하되 멀

리하라”고 말한 바 있다. 
공자 이래 유학자라면 구나 孝의 실천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

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한다. 효는 자식이 부모

를 섬기는 것이다. 부모 섬기기는 부모 생시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제사(조상숭배)를 통해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학의 효는 부모 섬

기기와 조상숭배에 그치지 않는다. 유학의 효에 있어서 진짜 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 ’에 한 자식의 거의 무조건 인 복종이다. 
유학이 종교라면 유학의 신은 아버지가 아닐까. 아버지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곧 유학이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말 은 지  이곳의 가족 , 사회 , 국가  삶과 직결되어 있다. 유

학은 종교라 하기에는 무 세 이고 무 윤리 이고 무 정치

이다. 
국문화의 원 이자 유학의 최고 경 인 詩書에는 上帝가 자주 

언 된다. 은  갑골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상제는 분명히 인격

 최고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詩書의 문맥 속에서 상제는 

종교 인 신이라기보다는 정치 이고 윤리 인 신이다. 유학사의 흐

름을 보면 그 상제는 天으로 바 고, 천은 天命이나 天道 혹은 天理

로 원리화되거나 아니면 땅과 상 되는 하늘 혹은 자연세계 체를 

가리키는 말로 자연화되면서 인격성과 월성을 상실해간다. 마테오 

리치처럼 기독교인의 으로 보지 않더라도 유학은 무신론으로 비칠 

소지가 지 않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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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본령이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가 있는 지  이곳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유학은 죽음과 귀신 쪽에 무게 심을 두는 유신론 인 

종교  이런 종교에서 자라나온 이원론 인 철학에 해 극 인 

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죽음과 귀신 쪽에 심을 갖는 순간 

구라도 삶과 인간 쪽을 무상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런 무상감은 

실로 유학의 본령에 한 이 아닐 수 없다. 
엄격한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군주가 있는 지  이곳

의 삶에 한 무상감은 아버지에 한 不孝이고 군주에 한 不忠이

며, 지  이곳의 무상한 삶을 월하고자 하는 종교  신앙이나 철학

 사유는 아버지의 말 과 군주의 명령에 한 패륜 인 일탈행 일 

것이다. 주자학이나 양명학까지 포함해서 유학은 그런 종교, 그런 철

학일 수 없다. 
그러나 茶山 丁若鏞의 경우 분명히 삶의 실에 다른 어느 유학자

보다 더 착해 있는 참으로 실 인 유학자 즉 “實學 ”이면서도 

다른 한편 죽음 편으로 향하는, 불효불충이고 패륜일지 모르는 그

런 종교, 그런 철학에 다 한 심을 보여 다. 도 체 이것을 어떻

게 설명해야 할까. 이 물음은 다산학의 체 인 이해를 해 요하

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물음은 다산학이 주자학이나 서학으로부터 

어떤 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에 한 향사  물음이 아니라, 다

산학 자체의 내  정합성에 한 본질 인 물음이다. 과문의 탓인지 

모르지만 그런 물음을 본격 으로 물어본 은 매우 드문 듯하고, 성

공 으로 답된 은 더더욱 드문 듯하다.2)

1) 中國古代史上史는. 詩書의 上帝를 원 에 두고, 상제의 神格을 부정하면

서 그것을 道ㆍ天道ㆍ天理와 같은 철학  원리로 보는 무신론  흐름과, 

그 상제를 종교  자로 정하면서 인간의 ‘義:’의 근원으로 보는 유

신론  흐름으로 大別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에 의하면 儒家와 老

莊이 무신론  흐름에 속하고, 墨家와 道敎가 유신론  흐름에 속한다.(福

光永司, 中國道敎思想史硏究 , 岩波書店, 2002, 177-180쪽 참조) 이 

은 유신론자인 정약용에 한 본고의 논의와 련하여 흥미롭지만 유가

나 노장을 무신론으로 보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2) 다산학 연구사를 훑어보면 다산학의 다양한 측면들에 한 문  연구

는 많으나 그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로 묶어 체를 보려는 시도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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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귀신론에 을 맞추고 다산학이 주자학의 안티테제라는 

사실을 실마리로 해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귀신론은 오늘날 비

교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만 주자학에서는 상당히 요한 담론이

다. 이 을 모를 리 없는 정약용은 음양론에 의거하는 주자학의 자

연주의  귀신론 신, 상제를 귀신들 의 최고 귀신으로 모시는 종

교신학  상제귀신론을 선보인다. 그 의도를 짐작하려면 다산학과 주

자학의 비교는 필수 이다. 우선 정약용의 상제귀신론의 개략부터 살

펴보고 귀신론이 왜 문제시되는지를 말하겠다.

Ⅱ. 정약용의 경우, 그리고 귀신론

정약용은 은 시  한때 西學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 유학자

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한 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洙

泗古學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자부하면서 한당시 와 송명시 의 모든 

유학을 유학답지 아니한 학문으로 일축해버린다. 
그리고 그는 유학자답게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조의 암담한 실

에 한 우환의식과 함께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 실을 획

기 으로 개선하고자 강렬한 經世의지를 불태운다. 그의 경세의지의 

구 이 바로 一表二書로 표되는 그의 經世學이다. 一王 심의 국

가제도 개 안을 제시하는 그의 경세학은 주자학자들의 경세학과는 

달리 유학  도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때로는 한비자의 법학과도 근

친성을 보여 다.3) 정약용은 주로 자신의 그런 경세학 덕분에 오늘날 

근 지향 인 실학의 집 성자로 부각된 바 있다. 

 드문 것 같다. 다산학 연구사에 한 검토는 주로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 , 이학사, 2007 참조. 

3) 김태 , ｢다산 경세론에서의 왕권론｣, 다산학 1, 다산학술문화재단, 2000; 

졸고, ｢주자 학과 다산 학｣, 다산학 3, 다산학술문화재단, 2002 참조. 

정약용도 그 일원이라 할 수 있는 근기남인 실학 의 宗匠 성호 이익도 

순자  한비자에 해 호의 인 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근기남인 

실학 의 王權强化論과 한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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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처럼 삶의 실을 향한 경세의지가 강렬해질수록 죽음 편

을 향한 유신론  종교와 이원론  철학에 해서는 무 심해지기가 

쉽다. 그런데 실학의 집 성자인 바로 그 유학자 정약용이 느닷없이 

古經의 上帝를 다시 끄집어내어 천지만물을 창조한 유일 의 인격

신으로 격상시키고 “밝게 상제 섬기기(昭事上帝)”를 면에 내세운다. 
종교  신앙이 유학의 면에 등장한 것은 공자 이래 유학사에서는 

일 이 없던 일이다. 장태는 그것을 “사상  명”이라 부르기도 

한다.4) 정약용의 말을 들어보자. 

하신 上帝께서는, 形도 없고 質도 없지만. 매일 이곳을 굽어보

시고, 천지를 통제하시며, 만물의 조상이 되시고, 百神의 으뜸이 되시

어, 환하고 밝게 에서 임하시는 까닭에 성인은 이에 조심조심 밝게 

섬기셨으니, 이것이 郊祭의 유래이다.5)

정약용은 상제도 귀신의 일종이라 본다. “상제의 體는 形도 없고 

質도 없어 귀신과 德을 같이하므로 귀신이라 말한다.”6) 그러나 상제

는 하늘의 모든 귀신들을 휘하에 거느리는 유일무이의 신이다. 
“천지에 귀신들이 밝게 포진하여 빽빽이 나열해 계시지만 그  至

至大의 귀신은 상제뿐이시다.”7) 정약용은 “昊天上帝는 唯一無二”라고 

말하면서 상제를 북극성이나 五方神과 같은 것으로 보는 한  이래 

정  등의 상제귀신론을 단호하게 물리친다. 
정약용의 상제와 귀신은, 음양오행의 氣論으로 설명되는 자연주의

 유학의 상제와 귀신이 아니라, 그런 유학에서는 도무지 생각하기 

힘든 자연 이고 인격 인 실체로서의 상제와 귀신이다. 이런 상제

귀신론을 배경으로 그는 유학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상사 반에 

4) 장태, ｢다산경학의 탈주자학  세계 ｣, 다산학 1, 2000, 36쪽. 

5) 春秋 徵 卷1, 16쪽. “惟其皇皇上帝, 無形無質, 日監在玆, 統御天地, 爲萬

物之祖, 爲百神之宗, 赫赫明明, 臨之在上, 故聖人於此, 心昭事, 此郊祭之

所由起也.” 

6) 中庸自箴 卷1, 16쪽. “上帝之體, 無形無質, 鬼神同德, 故曰鬼神也.” 

7) 中庸講義補 卷1, 23쪽. “天地鬼神, 昭 森列, 而其至 至大 , 上帝是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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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유례를 찾기가 힘든, 자연과 자연,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의 

이원론 인 형이상학(dualistic metaphysics)을 소리 높여 제창한다. 
이원론  형이상학은 서양철학사에서는 늘 주류의 통이었지만 공

자 이후 유학의 통에서는 물론이고 국말 내지 한  이후 동아시

아 고 문화의 통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다. 그것은 공자 이래 사

부 지식인들의 세계에서 종교  심이 에 띄게 약화되는 것과 짝

하는 상이다. 사 부 지식인들은 도가나 불교에 심을 갖더라도 

개 종교 인 차원에 해서는 무 심했다.   
그러나 정약용이 주자학을 송두리째 복시키고 수사고학을 회복하

기 해 주자학의 소의경 인 四書와 心經   소학  등을 새롭게 

해석할 때 그가 동원하는 논리의 핵심에는 늘 상제를 유일신으로 모

시는 神學과 靈ㆍ肉 혹은 心ㆍ物의 엄격한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종교와 그런 철학에 한 정약용의 극 인 심도 엄격한 유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효불충이고 패륜일 것이다. 
그 다면 여유당 서 가 보여주는 ‘다산 정약용의 유학’ 즉 ‘다산

학’은 불효불충이고 패륜인 종교 ㆍ철학  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일까. 과연 다산학은 두 가지 이질 인 심 즉 삶의 실

에 한 유학 인 심과 죽음 편에 한 탈유학  내지 반유학  

심이 뒤얽  있는 모순 덩어리에 불과한가. 
다산학이 유학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사에서 례를 찾기 힘

든 유일신론(monotheism)과 육이원론(soul-body dualism)을 끌어들

이는 데에는 어떤 필연 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 물음에 답하

기 해 귀신론을 굳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귀신론이란 삶의 세

계와 죽음의 세계, 자연세계와 자연세계, 상세계와 본체세계 등 

서로 다른 두 세계에 동시에 련되는 귀신 상에 한 담론으로서 

그 속에 다산학과 주자학의 상이한 종교 ㆍ철학  지향이 상당히 노

골 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귀신은 삶과 죽음, 자연과 자연, 상과 본체 등의 서로 다른 두 

세계 가운데 어느 한 세계에만 속하지 않고 두 세계 사이를 넘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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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出沒한다. 정약용이 말하는 유일신 상제도 결국은 그 게 출몰

하는 귀신의 일종이다. 상제는 끊임없이 인간의 道心을 통해 자기 목

소리를 달한다고 정약용은 말한다. “天의 喉 은 도심에 의탁해 있

다. 도심이 경고하는 바는 皇天이 命戒하는 바”라고 그는 말한다.8) 
그런 귀신 상에 한 체험은, 오늘날 과학시 에는 공식 담론이 

되긴 어렵겠지만, 아마도 동서고 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원 인 

체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인류의 원 인 귀신체험은 

삶과 죽음, 자연과 자연, 상과 본체 등이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려 다. 
인류의 원  귀신체험은 자신과 계 맺는 모든 사물에 귀신 혹

은 인격이 있다고 믿는 원시인의 소박한 애니미즘(animism)과도 무

하지 않을 듯하다. 애니미즘이란 용어는 과학주의를 신 하던 인류학

자 에드워드 타일러(1831-1917)가 19세기 후반의 “정신주의 운동”이 

원시  사유의 유산에 불과하다고 비 하기 해 고안한 말이었다. 
그러나 최근 어느 인류학자는 애니미즘을 비과학  오류로 보는 

타일러의 근  편견을 털어내고, 신 인간이 자기 주변 생활세계

의 사물들과 인격  계를 맺고 서로 친 하게 소통하는 “ 계  인

식론(relational epistemology)”으로 애니미즘을 재규정한 바 있다.9) 
“ 계  인식론”은 마르셀 그라네를 이어 조셉 니담, 앵거스 그래함, 
데이비드 홀 등이 국  사유의 특징으로 본 “상  사유(correlative 
thinking)”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10)

내친 김에 가설 인 주장을 좀더 해본다면 인류의 원  귀신체

험 내지 애니미즘 속에 어쩌면 그 이후 모든 종교와 철학의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원  귀신체험 내지 애니미즘에서는 

8) 中庸自箴 卷1, 3쪽. “天之喉 寄在道心. 道心之所 告, 皇天之所命戒也.”  

9) Nurit Bird-David, “Animism Revisited: Personhood, environment, and 

relational epistemology,” Current Anthropology40, 1991, pp.67-91 참조 

10) 상  사유에 한 종합  설명은 D. Hall and R Ames, Anticipating 

China: Thinking through the Narratives of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SUNY Press,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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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 없거나 모호하지만,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그 경계선이 차 분명하게 의식되어가는 가운데, 샤머니즘에서 다신

교로, 다신교에서 다시 일신교로 종교의 발 이 이루어지고,  이와 

아울러 구별된 두 세계의 차이와 상호 계에 한 합리  반성으로

서의 철학이 출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유학은 무 세 이고 도덕주의 이어서 

종교 ㆍ철학  심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유학은 인류의 원  귀

신체험이나 애니미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무 많이 문명화되고 세

속화되어버린 듯하다. 그러나 喪祭禮를 버릴 수 없는 유학으로서는 

귀신 문제에 어떤 식으로 건 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학의 귀신론은, 오늘날 합리성을 존 하는 연구 풍토로 인해 흔

히 간과 내지 오해되고 있긴 하지만, 인류의 원  귀신체험에 한 

유학 나름의 반성을 다양하게 남기고 있어 흥미롭다. 주자학의 귀신

론과 다산학의 귀신론은 둘 다 유학의 테두리 안에 있음에도 서로 

매우 조 이다. 그것은 주자학과 다산학이 둘 다 유학임에도 불구

하고 그 지향이 자연주의와 인간주의로 정반 이기 때문이다. 

Ⅲ. 주자학의 안티테제로서의 다산학

다산학이 왜 순자의 유학이나 한비자의 법학처럼 인간주의  방향

으로 나아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조선조 역사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다산학도 결국 주자학에 의해 지배된 조선조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은 양반 료가 조선조를 지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

선조를 지배한 양반 료의 의식을 지배한 것은 주자학이었다. 조선조

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주자학의 가르침 로 

굴러갔던 그야말로 “주자학의 왕국”이었다.11) 정약용이 살던 17세기 

11) 졸고, ｢주자학  치의 이념과 그 실－조선사회의 주자학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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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터 18세기 반에 걸친 시 는, ‘주자학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노론세력의 장기집권으로 ‘조선의 주자학화’가 완성단계에 어드는 

가운데 정조 의 비교  긴 안정기를 구가하기도 하지만,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을 고비로 쇠망의 징후가 해지던 몰락의 시 다. 
당시 조선조의 암담한 삶의 실에 한 정약용의 반응은 차라리 

규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의 규가 “實踐實用”의 實學을 낳는다. 
그 이면에는 조선조 몰락의 사상  근본 원인이 바로 주자학이라는 

확신이 있다. 주자학에 한 그의 비 은 비 이라기보다는 분노다. 
주자학에 한 호의 인 발언도 없지 않지만 세는 분노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가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 출신이어서 그 다는 것은 구차한 설

명이다. 黨色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흔히 범하

는 환원주의  오류다. 정약용은 주자학의 본질과 한계에 한 놀라

울 정도로 정확한 이해 에서, 주자학에 해 분노하면서 그 극복 

방안 마련에 평생 고심한다. 그것이 다산학이다. 말하자면 다산학은 

주자학 극복을 한 시  처방인 셈이다. 그래서 다산학의 어떤 주

장도 주자학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을 만큼 다

산학과 주자학은 히 련되어 있다. 
주자학과의 결의식이 다산학을 끌어가는 근본 동력이고 다산학은 

주자학의 안티테제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산학 연구의 창기부터 

당연시되어 와서 이젠 다소 식상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 식상함을 

극복하려는 탓인지 최근 다산학과 주자학 사이의 불연속성보다는 연

속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격히 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다산학 이해를 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요

하다.12) 

한 시론｣, 치사회의 이념과 실 , 한도  외, 청계, 2007 참조.

12) 다산학과 주자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다산학과 서학의 연속성과 불

연속성에 한 우리 학계의 다양한 논의들에 한 연구사  정리와 비

 성찰은 백민정, ｢정약용에 한 기존 연구 경향과 그에 한 반성｣, 

앞의 책, 409-4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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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고 다산학과 주자학이 늘 립 이기만 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양자 사이엔 불연속성과 함께 연속성도 있다. 다산학도 주자

학과 마찬가지로 유학의 일종이기에 孝를 최고의 가치로 높이고 그 

실천을 최우선 인 의무로 요구한다. 다산학은 한 천리와 인욕을 

구별하고 도심과 인심을 구별하는 주자학의 도덕주의  차원에 해

서도 정 이다. 다산학이 퇴계학에 호의 인 것도 계보학  근친성 

때문이라기보다 도덕주의  공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산학과 주자학의 연속성은 둘 다 유학의 일종으로서 효

제의 윤리를 출발 으로 하는 도덕  차원에서 그치는 듯하다. 양자

는 유학 공통의 도덕  기 에서 출발한 다음 각기 정반 의 방향으

로 향한다. 주자학은 “太極 즉 理”의 회복을 해 무 의 자연세계 

혹은 마음의 고요한 내면세계로 퇴행하는 반면, 다산학은 인간의 작

 즉 “行事”가 필히 요구되는 마음 바깥 인간세계로 진취한다. 
주자학은 맹자의 유학처럼 자연주의 인 반면, 다산학은 순자의 유

학처럼 인간주의 이다. 자연주의  유학은 노장의 도가나 선불교와 

친화 인 반면, 인간주의  유학은 한비자의 법가와 친화 이다. 여기

서 ‘자연주의(naturalism)’는 자연이 善 혹은 진리라 보는 입장이고, 
반면 ‘인간주의(humanism)’는 인간의 作爲가 선 혹은 진리라 보는 입

장이다. 
자연이 선이라 보는 자연주의에서는 작 는 악이 되고, 작 가 선

이라 보는 인간주의에서는 자연이 악이 된다. 자연이 선이고 작 가 

악이라는 자연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작 하지 말고 마냥 자연에 머물

러야 하고, 작 가 선이고 자연이 악이라는 인간주의에 따르면 인간

은 자연에 머물지 말고 작 해야 한다. 주자학과 다산학이 실제로 자

연주의와 인간주의의 극단에까지 갔다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이 게 

정반 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자학이 자연주의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조

선조 주자학자들의 자연에 한 낭만  동경, 그리고 문집 앞머리마

다 허다하게 남겨놓은 그들의 자연시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들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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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농월은 자연주의의 한 표 이다. 자연주의는 주자학의 근본  지향

이고, 그 자연주의는 주자학에 의해 지배된 조선조의 문화 반에 걸

쳐 흔 을 남기고 있다. 
자연주의에 따라 자연만을 선으로 여기고 작 는 모두 악이라 여

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작 가 없이는 굴

러갈 수 없는데도 자연주의 인 입장을 고집하게 되면 역사의 진 , 
문명의 발달을 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의 진 , 문명의 발달

은 시골이 아니라 도시를 심을 이루어지는데, 주자학자들은 어도 

표면 으로는 나 할 것 없이 도시를 버리고 고향의 시골로 돌아가

고자 한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자도 이 학문(주자학)을 하면 산에 

들어가 버리는 까닭에 이름 지어 山林이라 일컫더라”고 정약용은 말

한다.13) 그런 주자학이 지배한 조선조에서 역사의 진 , 문명의 발달

을 기 하기란 緣木求魚와 마찬가지 아닐까. 정약용이 주자학을 싫어

하는 결정 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자학도 도덕주의 인 유학이다. 하지만 도덕의 기 을 자연에 두

게 되면 도덕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험이 있다. 도덕주의는 선과 악

의 구별을 포기할 수 없는데, 선과 악의 구별까지도 자연이 아닌 작

로 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것이면 좋든 나쁘든 그 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둘로 나 어 그  하나를 더 선호하는 모

든 이원론  사유는 자연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작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그 극치에 이르면 일체의 이원론을 철폐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된다. “理는 하나이면서 分이 다르다(理一分

殊)”는 명제는 주자학의 핵심 명제이다. “理가 하나”인 차원 즉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인 차원이야말로 ‘태극 즉 理’의 가장 심오한 차원

이다. 그 차원에서는 자연과 인간, 무 와 작 의 구별도 사라지고, 
기야는 선과 악의 구별마  사라진다. 결국 노장이나 불교처럼 주

어진 모든 것에 한 정만 남는다. 주자학은 천인합일의 성인을 희

13) 詩文集 卷,11, ｢五學論｣1. “生長輦轂之下 , 爲此學則入山. 故名之曰山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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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서도 居敬窮理의 漸修的 공부론은 그런 심오한 차원을 자꾸만 

연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理는 하나인 동시에 無란 도 덧붙이고 싶다. 주렴계가 

“無極而太極”이라 할 때 “無極”은 極이 없다는 말이다. 장재의 “太
虛”는 실은 ‘태극 즉 理’와 다르지 않다. 理의 體는 無이고 虛인 반

면, 理의 用은 有이고 實이다. 理는 모든 것을 낳는 근원이지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기론은 종교신학도 실체형이상학

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며, 심지어는 도덕학도 아니다. 
주자학도 유학이고 도덕학임이 분명하지만 그 본체론의 終局이 탈

유학 이고 탈도덕 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정약용이 왜 주자학을 無

爲自然이나 向壁觀心에 빠져 작 할  모르는 노장불교의 일종이라 

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노장의 무 자연설

을 비 하는데, 그때마다 내심 주자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정약용이 주자학의 자연주의  지향에서 노장이나 불교처럼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도덕  퇴폐의 징후를 읽어

낸 것은 당연하다. 도덕  퇴폐는 가족 , 사회 , 정치  삶 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기에 정약용으로서는 주자학의 자연주의

이고 일원론 인 지향에 해 맹공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주자학을 이원론 인 도덕형이상학으로 본다면 정약용이 왜 

그토록 주자학을 강력하게 공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된

다.14) 다산학과 주자학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출 하는 

것은 주자학을 이원론  형이상학으로 보기 때문이다.15) 그런 주장을 

14) 정약용의 주자학 비 의 핵심에는 주자학이 이원론  도덕형이상학이 아

니라는 데 있었다. 이에 한 자세한 분석은 졸고, ｢ 맹자 에 한 두 해

석－ 맹자집주 와 맹자요의 ｣, 다산학 8, 2006 참조. 

15) 다산학과 주자학 내지 퇴계학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연구 성과는 의

외로 많다. 2000년 이후 최근의 요한 연구 성과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한형조, ｢다산과 서학: 조선주자학의 연속과 단 ｣, 다산학 2, 다산

학술문화재단, 2001; 이 호, ｢ 용강의보 와 용자잠 을 통하여 본 다

산의 誠의 철학｣, 다산학 7, 2005; 이 호, ｢퇴계 이황의 심학  이학이 



다산학의 上帝鬼神論과 그 인간학  의미 47

정약용이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약용은 주자학의 理를 “텅
텅 비어 있는 虛無의 一理”라고 하면서 그런 理는 상제와 같은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16) 理에 한 정약용의 이해

는 매우 정확하다.
다산학이 주자학의 안티테제이고자 한다면 다산학은 사사건건 자연

주의  지향에 맞서 인간주의  지향을 취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일원

론  지향에 맞서 이원론  지향을 취할 것이다. 자연주의와 인간주

의, 일원론과 이원론의 립이 다산학과 주자학의 귀신론에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다산학이 상제 심의 자연  귀신론을 선택한 것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정약용이 서학의 

향으로 상제귀신( 자연)과 자연의 이원론, 혼과 몸의 이원론을 

도입하는 것은 서학 자체에 한 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자학의 자

연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의 인간주의  지향 때문이라 보아야 옳

을 것이다. 
다산학에 있어서 상제귀신론과 실체형이상학은, 서학의 본래 의도

와는 매우 다르게, 철두철미 인간학  목 을 해 사한다. 다산학

은 상제귀신론과 이원론  형이상학을 통해 자연세계를 “탈주술화”하
여 물질의 역으로 격하시키는 한편, 자연세계 머에 유일신 상제 

심의 靈明한 귀신의 역, 다시 말해 자연  물질이 아닌 자연  

정신의 역을 새롭게 열어젖힌다. 
그리하여 다산학은 인간도 상제로부터 “靈明之體”( 혼)와 “自主之

權”(자유)을 부여받아 자연필연성의 구속에서 벗어나 명하고 자유

로운 정신의 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덕  실천과 정치  

실천에 매진할 수 있는 작 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다산 정약용의 도덕론 형성에 미친 향｣, 한국실학연구 12, 한국실학학

회, 2006; 임부연, ｢정약용의 수양론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2004; 안

상, ｢토미즘과 비교를 통해 본 다산의 인심도심설｣, 한국실학연구 9, 

2005; 김치완, ｢주자학 통에서 본 다산의 인간  연구｣, 부산 박사학

논문, 2005; 백민정, 의 책 등.

16) 孟子要義 卷2, 38쪽. “況以空蕩蕩之一理爲天地萬物主宰根本, 天地間事, 其

有濟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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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학의 상제신학과 형이상학은 능동  작 를 고취하는 인간학의 

기 일 뿐, 패륜 일지 모를 서학 본래의 신학이나 형이상학과는 거

리가 멀어도 아주 멀다. 여유당 서 의 어디를 보더라도 정약용은 

천주의 존재와 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조건 없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고자 했던 도 없고, 한 월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되고자 했던 도 없다. 아마도 정약용은 ‘크리스천’이나 

‘철학자’가 되려는 것을 “索隱行怪”의 패륜으로 치부할 것이다. 
다산학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 ㆍ철학  심의 더 깊은 

이면에는 삶의 실을 향한 인간주의  지향의 도덕 ㆍ정치  심

이 도사리고 있다. 다산학에 있어서 상제신학과 형이상학은 인간을 

자연필연성의 구속에 얽어매는 주자학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정신  

주체로서의 인간을 세우기 한 념  장치일 뿐이다17)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다산학의 귀신론과 주자학의 귀신론을 비교ㆍ검토해 보자. 

Ⅳ. 주자학의 귀신론 혹은 범신론

정약용이 비 하는 주자학의 理氣論과 귀신론이 어떤 것인지부터 

일별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기론은 어떤 성격의 담론인가. 이기론

을 종교신학  담론이나 형이상학  담론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과학  담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  우리가 그 안

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易(변화)의 세계’를 해명하

17) 필자의 주장은 새롭지 않다. 일 이 성태용은 다산의 천사상이 천주교와 

맞지 않음을 지 한 바 있고(성태용, ｢다산의 明善論에 한 一 察｣, 태

동고 연구 1, 한림 태동고 연구소, 1984), 장승구는 다산의 상제란 이 

세계의 정의와 합리성을 보장하기 해 요청된 존재라 보며(장승구, ｢정

다산의 개  역사 ｣, 동양철학연구 16, 동양철학연구회), 정순우도 다

산의 상제는 창조주로서의 인격신이라기보다는 도덕 인 차원에서 요청

된 존재라 본다(정순우, ｢다산에 있어서의 천과 상제｣, 다산학 9, 2005). 

필자의 주장에 새로운 이 있다면 그것은 주자학을 자연주의로 규정하

고 그 자연주의를 극복하기 한 장치가 바로 상제신학이라 본다는 뿐

이다.



다산학의 上帝鬼神論과 그 인간학  의미 49

기 한 ‘易學的 담론’이란 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기론에 

한 필자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기론이란 주역 이 음양론  사유에 의거해서 64괘384효로 해명

하고자 했던 바로 그 세계,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만물이 있고 

우리 인간도 만물 가운데 하나의 物에 불과한 그 세계, 서로 다른 천

지만물이 얽히고설켜 서로 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도 끝도 없이 순

환하는 그 세계, 원불변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순환의 

변화만 있는 바로 그 ‘역의 세계’의 본체와 상 체를, 형이상자인 

‘太極 즉 理’와 형이하자인 ‘陰陽 즉 氣’를 체용 계로 엮어서 해명하

고자 하는 일종의 ‘易學的 담론’이다.18) 
그 다면 이기론은 ‘음양 즉 기’에 한 담론인 음양론과 ‘태극 즉 

理’에 한 담론인 태극론 이 두 가지 담론의 交織이라고 할 수 있겠

다. 물론 태극론이 이기론의 체이고 음양론은 이기론의 용이다. 그리

고 주자학의 귀신론은 이기론의 용에 해당하는 담론인 음양론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주자학에서 귀신론은 이기론에 종속된 이기론의 하

 담론인 셈이다. 
주희는 “귀신은 氣일 뿐”이라거나 “귀신은 음양의 消長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말한다.19) 귀신은 곧 음양이라는 주자학의 귀신론는 사

실 싱거울 정도로 단순하다. 하지만 그 함축은 단순하지 않다. 음양

의 氣는, 한편으로는 역의 세계의 본체인 태극 즉 理와 사실상 불가

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의 세계의 상인 천지만물과 불가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희는 음양만을 귀신이라 하지 않고, 음양의 氣와 “不可分

開”의 계에 있는 비가시 인 理도, 음양에서 직  유래한 가시 인 

천지만물의 상도 모두 귀신이라 부른다. 그 다면 역의 세계는 본

체부터 상에 이르기까지 귀신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주

18) 易의 세계의 본질과 易學的 담론으로서의 理氣論에 한 구체 인 설명

은 졸고, ｢이와 기－역학  담론으로서의 이기론｣, 우리말 철학사 5, 

지식산업사, 2007 참조.

19) 朱子語類 卷3, 34쪽. “鬼神只是氣.”; “鬼神不過陰陽消長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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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류 나 주희집 의 귀신론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실은 주희의 귀

신 개념은 도 히 정리가 안 될 정도로 헷갈리는데 그 이유는 物, 陰
陽, 陰陽의 良能(靈), 神, 理 등 역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

로 보는 데에 있는 듯하다.20) 
귀신론의 핵심은 물론 음양이 곧 귀신이라는 주장에 있다. 음양이 

곧 귀신이라면 자연 상과 인간 상을 가리지 않고 음양의 교역으로 

이루어지는 역의 세계의 모든 상이 다 귀신인 셈이다. 주희는 “하
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모두 신”이라고 말한다.21) 그

는 더 자세히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시드는 것은 鬼이고 자라나는 것은 神이며, 사

는 것은 신이고 죽는 것은 귀이다. 사계 로 말하면 ㆍ여름은 신이

고 가을ㆍ겨울은 귀이다.  밤낮의 경우에는 낮은 신이고 밤은 귀이

다. 사람으로 말하면 말하기는 신이고 침묵하기는 귀이며, 움직임은 

신이고 고요함은 귀이다. 호흡으로 말하면 날숨은 신이고 들숨은 귀이

다.22) 

주희의 귀신론은 국말 내지 한  이후 기  등의 텍스트에 잘 

드러나는 자연주의  유학의 통 속에서는 물론이고, 국의 문화

통 반 속에서도 새로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23) 그러나 북송시  

20) 이에 자세한 분석은 졸고, ｢주자학의 이기론과 귀신론｣, 양명학 23, 2009 

참조. 

21) 朱子語類 卷90, 2291쪽. “盈天地之間皆神.” 

22) 朱子語類 卷68, 1685쪽. “天地間, 如消底是鬼, 息底是神, 生底是神, 死底是

鬼. 以四時 之, 春夏便爲神, 秋冬便爲鬼. 又如晝夜, 晝便是神, 夜便是鬼. 

以人 之, 語爲神, 黙爲鬼, 動爲神, 靜爲鬼. 以氣息 之, 呼爲神, 吸爲鬼.” 

23) 불교가 수입되기 이  국에서는 민간신앙 속에 내세 념이 없었다고

는 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귀신 념도 체로 음

양론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주희가 집 성한 송유

들의 귀신론이 평지돌출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교 이  국

의 통  귀신 념에 해서는 Ying-Shih Yü, “”O Soul, Come Back!” 

A Study in the Changing Conceptions of the Soul and Afterlife in 

Pre-Buddhist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47, 

Harvard-Yenching Institute,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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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유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비록 정연하게 체계화하지는 못했

을지라도, 음양이 곧 귀신이란 주장을 역의 세계 체로 확 했다는 

에서는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종래의 자연  귀신을 자연화한다는 이유로 주자

학의 귀신론을 유물론 내지 무신론으로 해석한다. 더 나아가 제사의 

상이 되는 귀신이 사라졌으므로 주자학에서는 제사론과 귀신론 사

이의 괴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도 한다.24)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주자학은 애당  종교와 무 한 합리  철학이라는 선입견, 불변의 

자연  실체가 아니면 제사의 상이 될 수 없다는 선입견, 그리고 

음양은 무생명의 물질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 

선입견들이 없다면 무신론이라는 주장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된다. 
음양론으로 설명되는 역의 세계의 상 에는 몸과 마음, 삶과 죽

음, 이승(明)과 승(幽)도 있고,  유령이나 도깨비 같은 것들도 있

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치나 개념과 같은 추상 인 것들도 있다. 
음양의 氣를 무생명의 물질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실은 음양의 기 

자체가 합리  해명이 안 되는 신비다. “음양의 헤아릴 수 없음(陰陽

不測)을 神이라 한다”( 주역 계사 )고 말한다. 국말 이후 음양론 

즉 氣論은 온갖 과학이론의 온상인 동시에 온갖 종교신학의 온상이기

도 했다. 그런 음양론의 오랜 통이 주자학의 이기론에도 상당 부분 

계승되고 있다. 
음양이 곧 귀신이라고 한다 해서 무신론이라 할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그 다고 주자학의 귀신론을 유신론이라 하는 것도 치

는 않아 보인다. 앞에서 애니미즘에 해 언 한 바 있다. 주자학의 

귀신론에는 애니미즘의 흔 이 남아있는 듯하다. 단 “ 계  인식론”
으로서의 애니미즘은 생활세계의 친근한 사물들만 귀신화하는 정도에 

24) 주자학의 귀신론이 유물론 혹은 무신론이라는 주장은 友枝龍太朗, 朱子

の思想形成 , 春秋社, 1969; 미우라 구니오, 주자와 기 그리고 몸 , 이승

연 역, 문서원, 2003; 박성규, 주자철학의 귀신론 , 한국학술정보(주), 

200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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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는 데 비해, 주자학의 귀신론은 역의 세계의 모든 상을 귀신화

하고 있다는 이 다를 뿐이다. 모든 상을 귀신화한다면 그것은 일

신론(monotheism)도 아니고 다신론(polytheism)도 아닌 범신론

(pantheism)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일신교  도그마 신 “신 즉 자연”을 말하는 스피노자의 

범신론보다는 분 기가 훨씬 더 명랑하지만 주자학의 귀신론도 역시 

“신 즉 자연”을 말하고 있다. 그 다면 주자학의 귀신론은 일신교나 

다신교 혹은 샤머니즘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산물로서의 종교

가 출 하기 훨씬 이 , 원시인의 소박한 애니미즘 혹은 인류의 가장 

원 인 귀신체험을 일반화시킨 그런 범신론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

다.25)

주자학의 귀신론이 범신론이라면 제사의 상이 되는 귀신은 없는 

게 아니라 많아도 무 많은 셈이다. 실제로 기 를 보면 조상신뿐

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도움을  모든 것이 제사의 상이 된다. 조

상신이나 五祀(門ㆍ戶ㆍ行ㆍ中霤ㆍ竈)는 물론이고 물을 막아주는 제

방이나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도 제상의 상이다. 그것들도 다 神이

다. 다만 유학에서는 신분에 따라 제사의 상이 달라질 뿐이다. 신

분이 높을수록 계 맺고 있는 생활세계의 범 가 넓어지는 만큼 제

사의 상도 확 된다. 귀신론은 무신론이어서 제사론과 부합하지 않

는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귀신도 원불변하지 않다. 역의 세계의 모든 상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있게 되는 것처럼 제사의 상이 되는 

모든 귀신도 역시 그 다. 그런 에서 귀신론과 제사론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주희는 결정 인 순간 말끝을 

애매하게 흐리는 경우가 많은데 귀신의 존재에 해서도 다음과 같이 

25) 주자학의 귀신론이 범신론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해서는 졸고, ｢주자학

의 이기론과 귀신론｣ 참조. 미우라 구니오도 ‘귀신 즉 음양’이라는 주자학

의 귀신론은 “귀신의 자연화”와 “자연의 귀신화”를 동시에 의미하므로 범

신론일 수 있다는 언 을 남기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미우라 구니오, 의 책, 108-1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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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말을 남기고 있다. 

귀신의 理에 해서는 성인도 말 하시기 어려워했다. ‘정말로 一物

이 있다’고 해도 진실로 不可하고, ‘정말로 一物이 있지 않다’고 해도 

역시 불가하다. 만약 아직 분명하게 보지 않았다면 일단 그냥 넘어가

는 것이 좋다.26)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있게 되는 그런 귀신에 해 당연히 

“있다”고만 할 수도 없고, “없다”고만 할 수도 없다. 만약 그런 귀신

이 “있다”고만 하면 유신론이 되고, “없다”고만 하면 무신론이 된다. 
주희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 일종의 도를 선택한 셈이다. 
주희가 제사와 련해서 심각한 논란거리 던 조상신의 유무에 해 

때로는 ‘있다,’ 때로는 ‘없다’고 말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조상신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다시 있게 되기도 하는 

그런 귀신이다. 사람이 죽으면 魂魄이 분리되어 각기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 결국 다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제사 시 誠敬의 마음을 다해 

感格하면 조상신이 來格한다. 來格하는 조상신이란 주희가 “鬼 속에 

다시 鬼와 神이 있다”고 할 때의 그 神이다. 그 다고 조상신이 승

과 같은 모종의 공간속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

라고 주희는 강조한다. 주희는 “이미 흩어져버린 氣는 이미 化하여 

있지 않지만, 理에 뿌리박고 날로 생성되는 것은 진실로 호연하여 끝

이 없다”고 말한다.27) 죽어 없어진 그 조상신이 제사 시에 理로부터 

얼마든지 다시 생겨나 來格할 수 있다는 것이다.
“理에 뿌리박고 날로 생성되는 것”이라는 주희의 말은 귀신론에만 

26) 朱熹集 卷51, ｢答董叔重｣. “鬼神之理, 聖人蓋難 之. 眞有一物, 固不可, 

非眞有一物, 亦不可. 若未能曉然見得, 且闕之可也.” 박성규는 주자학의 

귀신론에 있어서 핵심은 불교의 윤회설을 비 하기 해 귀신이 一物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있다고 본다.(박성규, 의 책, 92쪽 참조) 그러나 귀

신은 一物이기도 하고 一物이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 주희의 본 뜻 아닐까.

27) 朱熹集 卷45, ｢答廖子 ｣. “氣之已散 , 旣化而無有矣, 其根於理而日生 , 

則故無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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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 않고 그의 이기론 체를 다시 돌이켜 보게 만드는 의미심

장한 발언이다. ‘태극 즉 理’가 역의 세계의 본체라고 했다. 이때 본

체인 ‘태극 즉 理’는 상과 이원 으로 구별되는 ‘형이상학

(metaphysical)’ 본체가 아니라, 자신의 기나 잎과 하나로 이어진 

식물의 뿌리처럼, 상과 일원 으로 연결된 ‘유기체론 (organismic) 
본체’이다. 식물의 뿌리에서 기와 잎이 나오고 꽃이 핀 다음, 열매

가 열리고 그 열매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 뿌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역의 세계의 본체인 理에서 천지만물(氣)이 생성된 다음, 그 천지만물

은 소멸되어 본체인 理가 된다. 역의 세계의 본체와 상 즉 理와 氣

는 순환  체용 계에 있다. 
그리고 뿌리가 기ㆍ잎ㆍ꽃ㆍ열매와 각기 다른 동시에 서로 다르

지 아니한 것처럼 본체인 理도 천지만물(기)과 각기 다른 동시에 서

로 다르지 않다. 理와 천지만물(기)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에서 보

면 역의 세계 체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체와 상도 하나이

고 서로 다른 천지만물도 하나이다. 이것이 앞서 말한 “理는 하나(理
一)”라는 그 차원이다. 

그리고 본체인 理는 천지만물을 생성하지만 그 자체는 텅 비어 있

어 아무런 규정성도 갖지 않는다. 理는 근원 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즉 無이고 虛이다. 그것을 주돈이는 “無極”이라 하고, 장재는 “太虛”
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본체는 근원 으로 종교신학  하느님도, 
형이상학  실체도, 자연법칙도, 심지어는 도덕법칙도 아니다. 따라서 

이기론도 근원 으로는 종교신학도, 형이상학도, 자연과학도, 도덕학

도 아닐뿐더러, 범신론도 물론 아닌 것이다. 
역의 세계의 모든 상 즉 모든 귀신은 흩어지고 없어져 그 텅 빈 

본체로 돌아간 다음 다시 새롭게 그 텅 빈 본체로부터 생겨난다. 순

환하더라도 늘 새롭게 생겨나므로 “循環”과 “生生”은 결코 모순이 아

니다. 장재는 태허에서 客形이 나오고 객형은 다시 태허로 돌아간다

고 말한 바 있다. “太虛,” 텅 비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역의 세계

의 모든 순환운동의 반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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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자학의 무위에서 다산학의 작위로

이런 것이 주자학의 이기론과 거기에 종속된 음양론 즉 귀신론이 

보여주는 역의 세계의 개략 인 모습이다. 이런 자연주의  세계 에 

해 인간주의  지향의 정약용이 만족해 할 리는 없다. 그 세계는 

본래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본래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약용이 세우고자 하는 작 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거기에는 도덕  실천이건 정치  실천

이건 일체의 작 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상제례와 같은 

작 조차 불필요하다.  
주자학에서는 죽음 편의 세계에나 있어야 할 귀신이 삶의 실 

속에도 들어와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역의 세계의 모든 

상이 다 귀신이라고 본다. 그 다면 삶과 죽음, 산 자와 죽은 자, 
이승(明)과 승(幽)의 경계선은 근본 으로 와해되고 만다. “천지, 음

양, 생사, 주야는 단지 하나의 理일 뿐”이라고 주희는 말한다.28) 달리 

표 하면 “生死一如”인 것이다. 그 다면 유학이 결코 포기할 수 없

는 상제례는 불필요해진다. 
상례는 산 자가 죽은 자와 이별하는 의례이고, 제례는 산 자가 죽

은 자와 재회하는 의례이다. 상제례는 의례의 주체인 산 자와 그 

상인 죽은 자의 구별, 그리고 양자를 매개해주는 의례 차와 祭物 등

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귀신이라면 의례의 주체도 귀신이

고, 의례의 상도 귀신이고, 양자를 매개해주는 의례 차와 제물도 

귀신이다. 
게다가 “이일분수”라는 명제가 말하듯이 역의 세계의 모든 상은 

각기 서로 다르지만, 어느 한 상도 다른 모든 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늘 그것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하나로 흘러가고 있

다. 그래서 각각의 상 속에는 이미 다른 모든 상의 흔 이 남아

있다. 그 다면 산 자와 죽은 자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동시에 서

28) 朱子語類 卷25, 618쪽. “天地陰陽生死晝夜鬼神, 只是一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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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양자는 이미 이별해 있는 동시에 이미 재

회하고 있다. 상제례는 불필요해지는 것이다.
천지에 한 제사는 오직 천자만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하늘

에 분향하고 하는 것에 해 묻자 주희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天는 나에게 있는데 다시 무엇에다 기도할 것인가. 一身 가운데 思

慮하고 運動하는 모든 것은 天 아닌 것이 없다. 一身이 天 속에서 운

행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 뱃속이 온통 물인 것과 같다.29)

작 는 늘 “ 가 무엇을 한다”는 구조를 갖는다. “ 구”는 주체, 
“무엇”은 상, “한다”는 주체와 상을 연결하는 타동사이다. 상제례

를 포함해서 모든 의례  행 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작 에 속한

다. 하지만 역의 세계의 모든 상 즉 모든 귀신이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면 주체와 상의 구별은 사라지고 의례  행 를 시한 일체의 

작 는 불필요해진다. 
주희는 제사 시엔 형식  의례보다 誠敬의 마음이 더 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시하다보면 외  형식을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학의 요성은 주자학에서는 비교  덜해지고, 心學 주의 양명학 

특히 명좌 에 오면 거의 무시되다시피 한다. 
萬物一體는 양명학의 유물이 아니라 주자학과 양명학을 막론하고 

송명이학 거의 부분, 더 나아서는 맹자 이래 자연주의  유학 일반

의 공통된 세계  제이다. 주자학의 이기론을 보면 음양의 기의 

차원에서는 천지만물이 각기 다른 동시에 서로 같은데, 서로 같음의 

차원 즉 “一氣”의 차원에서는 천지만물이 이미 하나이고, “一氣”의 

차원은 사실상 “理一”의 차원과 다르지 않다. 理의 차원에서건 氣의 

차원에건 천지만물은 각기 다르기도 하지만 근원 으로 서로 같다는 

것이 역의 세계의 본래  사실이다. 

29) 朱子語類 卷90, 2291-2292쪽. “問曰, 人而今去燒香拜天之類, 恐也不是. 

曰, 天只在我, 更禱箇甚麽. 一身之中, 凡所思慮運動, 無非是天. 一身在天裏

行, 如魚在水裏, 滿肚裏都是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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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자주 “天은 곧 人이고 人은 곧 天(天卽人, 人卽天)”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본래 천인합일의 성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의 

세계의 천지만물이 다 그 듯 인간도 모두 본래 완 하다. 천인합일

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재에도, 미래에도 그러한 

역의 세계의 본래  사실일 뿐이다. 역의 세계의 사실이 본래 그러하

다면 작 를 하면 할수록 천인합일의 성인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것

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뻔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

아야 한다. 
無爲는 주자학의 본체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공부론  귀결이다. 

무 는 無心, 無欲, 無知 등 무의 계열에 속하는 다른 말들과 거의 

상호 교환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자학은 노장불교 냄새가 나는 그

런 말들을 잘 쓰지 않지만 미발시 함양공부는 무 의 공부에 근 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주자학은 소학(= 학), 격물, 치지, 성의, 정

심 등 有爲 계열의 작  공부도 매우 시한다. 주자학의 한쪽에는 

인간주의  지향이 있기 때문이다. 유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인간

주의  지향을 버릴 수 없다.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無爲 계열의 공부와 有爲의 계열의 공부 

사이의 아주 묘한, 그러나 문제 많은 타 이 바로 敬이다.30) 하

지만 경의 공부론에 있어서 體는 무  계열의 공부다. 경공부의 다양

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에 집 하여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主一無

適)”는 가장 보편 인 방법도 무 에 가깝고, “그 마음을 수렴하여 

한 物도 용납하지 않는다(其心收斂不容一物)”는 尹和靖의 방법은 분

명히 無心을 가리킨다. 정약용은 무  계열의 공부에 해 아주 심한 

거부반응을 보여 다. 불교의 좌선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심경 험 은 무  계열의 공부를 공부론의 體로 보는, 

조선조 주자학자들의 애독서 心經附註 에 한 顚覆의 시도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30) 졸고, ｢주자의 화신설과 경의 공부론｣, 철학연구 51,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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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川의 學은 오로지 마음속을 깨끗이 치워 物을 없애려고만 한다. 
그래서 죄에 한 뉘우침까지 흉 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허물을 울면서 뉘우치고 평생 잊지 아니하면 다시 새 허물을 짓지 않

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 이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31) 

도덕  반성이 진정한 무심의 방법이라는 말이다. 정이나 주희는 

“한 物도 용납하지 않기” 해 도덕  반성마  포기해야 되는지에 

해서 논의가 애매한데도 정약용은 일방 으로 상 를 몰아간다. 어

건 이 정도는 온건한 비 이다. 
다음은 약간의 오해까지 첨가해 좀더 신랄하다.

한 物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하나에 집 함(主一)’이란 무엇을 말하

는가. 天을 공경할(敬天) 때는 天을 용납하고, 형을 공경할(敬兄) 때는 

兄을 용납한다. … 한 物도 없다면 아무래도 좌선에 가까울 것 같

다.32)

주자학의 敬은 상에 한 주체의 공경이 아니다. 경은 타동사로 

쓰이지 않는다.33) 모든 사람이 본래 천인합일의 성인이라면 타동사  

작 로서의 공부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이 비 은 주자학

의 경을 오해한 소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작 에서 인간의 가치를 

찾는 그로서는 무  쪽으로 기운 공부론이 극히 못마땅했을 것이다. 
정약용에게 일용인륜을 도외시하고 마냥 앉아있기만 하는 좌선은 패

륜  작태일 뿐이다.
다음은 주자학에 한 비 이라기보다 분노어린 야유다.   

우리의 靈體( 혼) 안에는 본래 願欲 一端이 있다. 만약 이 欲心이 

없다면 즉시 天下萬事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利에 밝은 자는 

31) 心經密驗 , 32쪽. “伊川之學, 要心中澂澈無物, 故並 罪悔, 欲不留胸中. 

然能泣悔往 , 一生不忘, 則必不再作新 . 心之澂澈有踰於是 乎.  

32) 心經密驗 , 31쪽. “不容一物, 何 主一. 敬天時容得一天, 敬兄時容得一

兄,…若都無一物, 恐近坐禪.” 

33) 아즈마 주지는 敬이란 마음의 “긴장상태”로서 “無 象性”이 그 특징이라

고 지 한 바 있다.(吾妻重二, 朱子學の新硏究 , 創文社, 2004, 4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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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利祿을 따라가고, 義에 밝은 자는 욕심이 道義를 따라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욕심이 極에 이르면 두 경우 다 죽어도 후회를 

하지 않으니, 貪夫는 재산을 따라 죽고, 烈士는 명 를 따라 죽는다는 

말도 있다. 나는 일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본 이 있다. 그들의 마

음은 조용하고 아무 욕심이 없는데, 善도 행하지 못하고 惡도 행하지 

못하며, 文詞도 짓지 못하고 産業도 일으키지 못하니, 바로 천지간의 

버린 물건(棄物)이었다. 사람이 욕망이 없을 수 있겠는가.34)

“천지간의 버린 물건”이란 물론 주자학자들을 가리킨다. 작 를 거

부하는 주자학자들의 무 , 무심, 무욕이 인간을 아무 쓸모없도록 무

기력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주자학자들의 무욕은 “열사”의 명 욕보

다 못함은 물론이고 “탐부”의 재산욕보다도 못하다고 정약용은 냉소

한다. 
여기서 정약용은 인간이 욕망의 덩어리임을 정하고 있다. 다른 

데서 그는, 순자 성악편을 연상  하듯, “백성(民)은 태어나면서 욕

망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35) 욕망이 없다면 인간의 작 는  

불가능하다. 선한 작 도 불가능하고, 악한 작 도 불가능하다. “선도 

행하지 못하고 악도 행하지 못한다”는 정약용의 말은 매우 요하다. 
욕망이야말로 선행과 악행을 막론하고 모든 작 의 뿌리라는 것이다. 
욕망이 무 에서 작 로의 환을 가능  하는 원천 인 힘인 것이다.

작 가 상을 향한 주체의 작 라면 당연히 그 뿌리인 욕망도 

상을 향한 주체의 욕망이어야 할 것이다. 모든 작 를 낳는 그 욕망

은, 충만을 모르는 주체의 결여에서 나온 욕망, 자기 바깥의 타자인 

상을 소유하여 그 결여를 채워야 하는 욕망, 하지만 도무지 만족할 

 모르는 소유론  욕망이다. 정약용이 “성은 선하다(性善)”는 맹자

의  유명한 명제의 “性”을 “마음의 기호(心之嗜好)”라고 풀이하는

34) 心經密驗 , 39쪽. “吾人靈體之內, 本有願欲一端. 若無此欲心, 卽天下萬事

都無可做. 唯其喩於利 , 欲心從利祿上穿去, 其喩於義 , 欲心從道義上穿

去. 欲之至極, 二 皆能殺身而無悔. 所 貪夫殉財, 烈士殉名也. 余嘗見一種

人. 其心泊然無欲, 不能爲善, 不能爲惡, 不能爲文詞, 不能爲産業, 直一天地

間棄物. 人可以無慾哉.” 

35) 中庸自箴 卷1, 4쪽. “民之生也, 不能無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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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호”가 바로 타자인 상을 자기화하려는 주체의 소유론  욕

망이다.36) 
주체와 상의 구별이 있고나서 소유론  욕망이 생긴다기보다는 

소유론  욕망이 있고 나서 주체와 상의 구별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다면 사유주체, 도덕주체, 정치주체 등 모든 작 의 

주체는 소유론  욕망의 산물이다. 무 , 무심, 무욕에 머물러 있는 

한 소유론  욕망도 없고, 사유주체나 도덕주체나 정치주체와 같은 

작 의 주체도 없고, 한 선행도 없고 악행도 없다. 
소유론  욕망은 주체와 상의 구별도 없이 모든 상 즉 모든 

귀신이 하나로 흘러가는 조화로운 역의 세계에 균열을 가져오면서, 
자연필연성에 매몰되어 있던 인간을 해방시켜 그를 작 의 주체로 세

우고 동시에 그 맞은편에 상을 세우는 근원 인 힘이다. 하지만 소

유론  욕망은 선행도 할 수 있고 악행도 할 수 있는 태로운 힘이

다. 정약용은 자주 “性” 즉 “마음의 기호”는 선을 지향하는 도심이 

될 수도 있고, 악을 지향하는 인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소유론

 욕망은 작 하는 인간에게 축복인 동시에 한 주다. 
다산학의 인간주의  지향은 소유론  욕망의 정과 불가분하다. 

바로 그 이  성격의 소유론  욕망 때문에, 인간주의  지향의 다

산학은 서학으로부터 배워온 기독교  외 의 상제신학과 아리스토텔

리안－토미즘의 형이상학을 자신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

까.37) 다음 마지막 장의 논의는 본고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물음에 

한 가설 인 해답이자 본고의 결론이다.

36) 이에 한 자세한 분석은 졸고, ｢ 맹자 에 한 두 해석－ 맹자집주 와 

맹자요의 ｣ 참조. 

37) 다산학과 서학 간의 철학  근친성에 해서는 특히 송 배, ｢정약용 철

학과 성리학  이기 의 해체: 천주실의 와의 향 계를 심으로 , 

철학사상 13, 서울 철학사상연구소, 2001; ｢다산철학과 천주실의의 패러

다임 비교연구｣, 다산 사상 속의 서학  지평 , 김승혜 외, 서강 출

부,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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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유론적 욕망과 다산학의 상제귀신론

정약용은 주자학을 노장불교로 몰아가지만 주자학이 정말로 노장불

교처럼 無爲에 충실한지도 의문이고,  무 가 본래 ‘무기력’인지도 

의문이다. 무 는 본래 작 의 부정이 아니다. 무 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가리지 않고 역의 세계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좋다고 

정하는 한없이 낙천 인 수용성 혹은 개방성이다. 만약 무 와 작

를 둘로 나 고 둘  어느 하나를 선호한다면 그것은 이미 작

이지 무 가 아니다. 무 는 작 도 좋아하고 무 도 좋아한다. 그래

서 무 는 때로는 매우 수동 이고, 때로는 매우 능동 이다. 
무 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연세계와 인간세계의 모든 것이 “自

然而然한” 역의 세계의 본래  사실 자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주자학은 작 와 무 를 둘로 나 고 무 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미 

본래  사실로서의 진정한 무 와는 거리가 있다. 주자학자들이 걸핏

하면 인간세계에 염증을 내고 자연세계를 동경하는 것을 도 그

고, 경의 공부론이 무 의 공부와 유 (작 )의 공부 사이에서 무 의 

공부 쪽에 비 을 더 두는 것을 도 그 다. 
반면, 다산학은 작 와 무 를 둘로 나 어 무 를 부정하고 작

를 일방 으로 선호한다. 다산학의 인간주의  입장에서 보면 주자학

의 자연주의란 능동  작 를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무 , 인간

세계를 거부하고 자연세계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자연도피주의, 마음 

바깥을 도외시하고 마음속에 틀어박히려고만 하는 내면도피주의일 뿐

이다. 그래서 주자학자들이란 “천지간의 버린 물건”과 같은 무기력한 

인간들에 불과하다는 분노어린 야유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약용의 분노어린 야유는 본래 자기 자신인 그 理의 회복을 해 

굳이 “無爲를 일삼는” 주자학자들의 역설 인 행 의 정곡을 르고 

있다.38) 그런 주자학자들이 마음 바깥 인간세계를 오하면서 못내 

38) “무 를 일삼는다”는 것은 주자학의 공부론의 핵심으로서, 무 를 이상으

로 보고 거기에 도달하기 해 작 하는 것을 말한다. 무 와 작 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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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는 理와 無爲의 세계, 모든 것이 본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세계에는 오직 자연필연성의 지배만 있을 뿐이다. 이때 理는 작

가 아니라는 에서 自然이고, 인간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운명이라

는 에서 必然이다. 그리고 무 는 그런 理의 자연필연성에 굴복하

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연필연성에 구속받는 세계에서는 사유주체, 도덕주체, 정치주체 

등 작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래서 정약용이 보기에 자연세계 혹은 마음의 내면세계에 안주하는 주

자학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가장 

나쁜 부류의 악이다. 일체의 소유론  욕망을 질식시켜 선행도 악행

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주자학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먼  작 하는 인간이 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약용은 서학으로부터 상제

신학과 형이상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종교인도 철학자

도 아닌 그의 이런 시도는 주자학이 자연주의 이고 일원론 임을 

제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되는 않는다. 어 건 다산학 체에서 일

신교  상제신학과 이원론  형이상학이 담당하고 있는 제일차  기

능은 자연필연성에 얽매인 자연세계의 한계를 훌쩍 뛰어 머에 자

연  정신의 세계를 열어젖히는 데에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서학의 신학과 형이상학을 빌어서 시도한 자연세계와 

자연세계의 분리는, 역의 세계의 모든 상이 귀신이라 보는, 다시 

말해 자연과 자연의 분리를 모르는 주자학의 귀신론에 한 정면 

도 이다. 그는 주자학  귀신론의 先河를 이루는, 북극성이나 오방신 

등 자연물을 신으로 숭상하는 한  이래 자연주의  유학에 해 우

순이므로 무 를 향해 작 를 할수록 무 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을 서양

의 어느 학자는 “무 의 역설”이라 부른다. 그는 이 역설을 “노력하지 않

기 해 노력하기(to try not to try)”란 말로 정식화하고, “무 의 역설”

을 해소하는 방법의 차이를 기 으로 국고 사상사의 여러 사상가들을 

설명한다.(Edward Slingerland, Effortless Action; Wu-wei as Conceptual 

Metaphor and Spiritual Ideal in Early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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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한 미신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 한다. 그리고 그는 자연세계로

부터 귀신들을 완 히 분리함으로써 자연세계를 물질세계로 격하시키

는 한편, 자연세계의 귀신들을 모두 상제가 총지휘하는 자연세계의 

만신 으로 옮긴다.39) 
상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휘하의 수많은 귀신

들과 함께 천지만물을 끊임없이 감독한다. 자연세계와 자연세계의 

이원  구분과 더불어 인간도 몸(形軀ㆍ 體=body)과 마음(靈體ㆍ大

體=soul)으로 이원화된다. 마음은 자연세계에 속하는 몸과는 달리 상

제가 지배하는 자연  정신세계에 속하고 상제와 직통한다고 정약

용은 말한다. 인간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바

로 작 의 주체로서 능동  사유와 도덕  실천과 정치  실천의 주

체가 된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연세계와 자연세계를 이원화하여 자연세계

를 본체세계로 높이면서도 자를 떠나 후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혼의 내면세계에 한 심도 거의 없다. 정약

용은 자연필연성이 지배하는 자연세계로부터 인간을 구출하여 그를 

소유론  욕망의 주체로, 작 의 주체로 세우고자 할 뿐이다. 
그 다면 다산학의 ‘자연과 자연의 구분’은 순자가 행한 바 있는 

“자연과 인간의 구분(天人之分)”에 그 진정한 목 이 있다고 야 할 

것이다. 순자는 “자연  본성이 악(性惡)”이므로 선은 오직 인간의 작

 즉 “僞” 속에만 있다고 보아 자연을 버리고 인간의 작 로 나아간

다. 순자가 말하는 “자연  본성(性)”이 소유론  욕망이라면 결국 소

유론  욕망이 인간을 작 에로 내모는 셈이다. 
성호 이익 이래 근기 남인 실학자들은 주자학자로 자처하면서도 

주자학의 인간주의  측면을 강화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순자학에 기

우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정약용은 훨씬 더 강하게 순자학으로 기울

어 禮學과 法學에 다 한 심을 기울인다.40)

39) 다산학의 상제 심의 인격신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해서

는 박종천, ｢다산 정약용의 의례이론에 한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2007,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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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쩌면 순자보다 더 순자

일지 모른다. 그가 순자보다 더 순자 인 것은 순자학에는 없는 상제 

때문이기도 하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시시각각 감독하는 상제는 다

른 무엇이기에 앞서 인간을 자연필연성의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강력

한 힘이다. 한 상제는 그 자신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작 의 모

델이기도 하다. 
정약용은 그 상제에 한 섬김이야말로 옛 사람들의 참된 학문이

었다고 말한다. “옛 사람들은 실심으로 天(상제)을 섬겼고, 실심으로 

神들을 섬겼다.”41) 하지만 “昭事之學”의 내용이 무언지 종내 불분명

하다. 섬김의 상이 되는 상제와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나

와 어떤 계인지, 그들을 어떻게 섬긴다는 것인지 등에 해 도무지 

불분명하다. 이것은 죽음 편의 세계에 한 인 무 심을 의미

한다. 
다산학의 “소사지학”은 결국 인간을 자연세계 머에 있는 상제와 

신들에게 집 하도록 함으로써 그를 무기력, 무의미, 무가치한 자연필

연성의 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의 세계로 비상하도록 도와주

기 한 목 론  장치가 아닐까. 다산학은 순자학에 없는 “소사지

학”을 동원하여 자연과 인간을 순자학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구분하

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옳다면 상제신학과 그에 부수하는 

형이상학은 결국, 스스로 작 의 주체가 되어 상세계를 자기 것으

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소유론  욕망에 의해, 다산학 속으로 들어

오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다산학에서 상제신학이 갖는  하나의 요한 기능은 상제가 萬民을 

벌벌 떨게 만드는 공포의 상이 됨으로써 만민의 도덕  타락을 막아

다는 이다. 다산학에서 상제는 믿음, 사랑, 희망 따 와는 거의 무

해 보인다. 상제가 하는 일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시시각각 감시한

다는 것, 그리고 만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 이 두 가지뿐인 듯하다. 

40) 원재린, ｢성호 이익의 인간 과 정치개 론－조선후기 순자학설 수용의 

일단｣. 학림 18, 연세 사학연구회, 1997 참조. 

41) 中庸講義補 卷 1, 21쪽. “古人實心事天, 實心事神.”



다산학의 上帝鬼神論과 그 인간학  의미 65

앞에서 소유론  욕망은 축복이자 주라고 말했다. 자연세계 머

에 자유로운 정신과 인간  작 의 세계를 열어주므로 축복이지만 엄

청난 혼란과 타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라고 했다. 엄청난 혼란

과 타락을 방지하기 해서는 소유론  욕망에 한 엄격한 외 인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유론  욕망의 세계 머 자연의 정신

세계에 거주하는 ‘공포의 하느님’ 상제가 동원된다.
정약용은 용  첫머리의 “戒愼”과 “恐懼”에 해 주희와는  

달리 상제에 한 “계신”과 “공구”로 해석한다. “계신”은 조심한다는 

뜻이고, “공구”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정약용은 소유론  욕망의 통

제를 해서는 “계신” 정도로는 안 되고, “공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직 敎化만 말하는 주자학자들과는 반 로 “공구” 즉 공포감이 악

을 막는 최선의 길임을 역설하는 정약용의 다음 말은, 그 책이 

무 노골 이어서 좀 조잡한 느낌도 들지만, 인간의 악에 한 깊은 

망감이 베어 있어 진지하게 들린다.  

恐懼란 것은 까닭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승(師)이 가르

쳐서 공구하게 하는 것은 거짓 공구다. 군주(君)가 명령해서 공구하게 

하는 것도 거짓 공구다. 공구를 어떻게 거짓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밤 에 墟墓를 지나는 자는 두렵기를 기 하지 않아도 로 두려워

지는 것은 도깨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밤 에 산림을 가다가 

두렵기를 기 하지 않아도 로 두려운 것은 虎豹가 있는  알기 

때문이다. 군자가 어두운 방에 거처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감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상제가 네게 임한  알기 때문이다.42)

순자는 본성이 악한 인간을 통제하기 해서는 “禮”와 함께 “군주”
와 “스승”이라는 외 인 권 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

데 정약용은 인간  차원의 “군주”와 “스승” 정도로는 도 히 공포심

을 심어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  차원을 넘어 도깨비나 虎豹처럼 

42) 中庸自箴 卷1, 5쪽. “夫恐懼爲物, 非無故而可得 也. 師敎之而恐懼, 是僞

恐懼也. 君令之而恐懼, 是詐恐懼也. 恐懼而可以詐僞得之乎. 暮行墟墓 , 不

期恐而自恐, 知其有魅魈也. 夜行山林 , 不期懼而自懼, 知其有虎豹也. 君子

處暗室之中, 戰戰栗栗, 不敢爲惡, 知其有上帝臨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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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로 두렵게 만드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상제란 

것이다. 군자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벌벌 떨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공포의 하느님’ 상제 때문인 것이다. 
인간을 자연필연성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작 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공포의 상으로서 인간의 “기호” 즉 소유

론  욕망을 감시감독해주는 그 상제를 아무것도 아닌 “텅텅 비어 있

는 하나의 理(空蕩蕩之一理)”로 바꾸어 버린 것이야말로 정약용이 보

기에는 주자학의 최  오류다. 
그래서 그는 주자학자들이 귀신론을 몰라 자기기만에 빠지고 있음

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즘 사람들은 天을 理로 보고, 鬼神을 功用으로, 造化의 자취로, 
二氣(陰陽)의 良能으로 보아, 마음의 앎이 아득하고 어두워서 하나같

이 지각없는 자들과 같다. (그들은) 어두운 방에서는 자기 마음을 속

이고, (밝은 바깥에서는) 거리낄 것 없이 방자해서, 평생 道를 배우고

도 함께 堯舜의 역에 들어갈 수 없다. 모두 鬼神의 說에 밝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43)

귀신이 무언지 몰라 주자학은 사실상 ‘異端邪說’이 되었다는 것이

다. 귀신론은 정약용이 보기에는 주자학과 다산학, 자연주의와 인간주

의의 분기 에 서있는 결정  담론인 셈이다. 
다산학의 상제귀신론은, 그 원산지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임이 

분명하고, 다산학 안에서의 기능 한 주자학의 최  오류인 음양귀신

론의 자연주의  한계를 돌 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지만, 미테오 리치

의 종교신학 인 의도와는 정반 로, 그 궁극 목표만큼은 무 의 자연

세계 머에다 작 의 인간세계를 여는 데 있음이 분명한 듯하다. 결

국 다산학의 상제귀신론은 실체형이상학과 함께 어디까지나 “실천실

용”의 실학을 한 인간학  기 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3) 中庸講義補 卷1, 21쪽. “今人以天爲理, 以鬼神爲功用, 爲造化之跡, 爲二氣

之良能. 心之知杳杳冥冥, 一似無知覺 然, 暗室欺心, 肆無忌憚, 終身學道, 

而不可 入堯舜之域. 皆於鬼神之說, 有所不明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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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san’s Discourse on Shangdi-Guishen and its 
Humanistic Meaning

－ a Comparison with Chu Hsi’s discourse on Yinyang-Guishen －

Choi, Jin-Duk

Tasan is a very pragmatic and active Confucian scholar who 
canno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God and life after death. But he 
introduces Christian theology and dualistic metaphysics in his 
interpretations of Confucian classics. It is of course certain that he 
does not want to become a Christian or a philosopher. Then what 
are his theology and metaphysics? The fact that Tasan’s learning is 
the antithesis of Chu Hsi’s learning is, I think, the key to solve the 
problem. Whereas Chu Hsi’s learning, like Taoism, has a naturalistic 
tendency, Tasan’s learning, like Legalism, has a humanistic 
tendency. In Chu Hsi’s naturalism, where even guishen is no more 
than yinyang in this changing world, humans must be immerged in 
the no-action of naturalness, so that no subject of human activity, 
moral or political, cannot be allowed for. Tasan’s theology and 
metaphysics are designed to break through Chu Hsi’s naturalism, to 
open the supernatural dimension, and to establish humans as moral 
or political subjects beyond the natur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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