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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과연 논어, 맹자와 같은 유가 경전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가능한 것일까? ‘완전한 해석’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여러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완전한 해석’의 뜻을 ‘공자나 맹자가
말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미 그대로를 파악하고 설명해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대의 경학자들
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나름대로의 완전한 해석이라고 자부하는 해석서를 저술하기도 하
였다. 때로는 훈고에 의거하여, 때로는 의리적 방법을 통하여, 성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
미를 완벽히 재현하려고 하였고, 그 성과물로 正義, 集註, 本義 등등의 이름을 붙인 해석서 혹은
주석서들이 수다히 출간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대 경전에 대한 완전한 해
석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朱熹의 해석, 茶山의 해석, 戴震의 해석이라는 한 사람의 해석이
있을 뿐이다. 물론 어떤 해석이 더 정합적이고, 더 체계적이며, 더 설득적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는 있겠지만, 누가 더 성인의 본래 의미에 가깝게 해석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기
도 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산과 대진은 18세기라는 비슷한 시대에, 맹자에 대한 주자의 해
석을 고증 혹은 훈고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판하고 맹자를 새롭게 해석한 학자들이다. 또한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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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해석을 통해 이전 시대의 사
상을 비판하고 자기 나름의 새로운 철학 사상을 제시한 학자들이기도 하다.
과거 외국 학계에서 대진과 일본 古學派를 비교하는 연구는 있었지만 한국의 다산을 함께 비
교한 것은 黃俊傑 교수의 ｢東亞近世儒學思潮의 新動向 - 戴東原, 伊藤仁齋와 茶山의 孟學에 대
한 解釋｣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1)1)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다산의 사상을 중국이나 일본의 실학사
2)

상과 비교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2)사실 다산과 대진은 사상적 맥락을 볼 때 어떤
직접적 영향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다산은 대진의 水地記를 두 차례 인용하였을 뿐, 대진의
사상을 언급하거나 그의 주요 저술을 논한 사실은 없다. 다산은 대진보다는 오히려 毛奇齡
(1623~1716), 閻若據(1636~1704) 등의 저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다산과 대진은
경학에 있어 단순한 고증을 넘어 그것을 기초로 義理를 밝히고자 하는 같은 목표를 가졌다는 점
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두 사람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실
학자를 비교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경전 해석 방법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대의 고증학은 자구의 훈고에만 몰두하여 사회적 실천 문제를 방기하였던 학문
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반대로 다산의 경학은 사회적 실천에 경도되어 고증과 실증에 치밀하지
못하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밀한 탐구에 의한 것이
라기보다는 다분히 인상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대진의 경우 경전 해석에 고증을 강조
하지만 고증은 어디까지나 성인의 뜻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지 고증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
다. 다산의 경우에도 비록 청대 고증학의 특징인 音韻에 관한 탐구는 없었지만, 그가 실천에 경
도되어 경전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산이 청대 고증학자들과 달
리 경학을 토대로 윤리적, 정치적 실천 원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것은 사실
이다. 이 점은 경세치용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청대고증학자와 구별되는 차이점이기도 하
다. 그렇지만 다산의 실학적 경전 해석이 고증의 정치함을 버린 결과는 아니다. 다산 또한 육경
사서와 후대의 주석을 망라한 치밀한 고증적 탐구를 하였고 그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
3)3)

석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고증이 어떠한 위치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고증을
통해서 경전의 의미가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고증은 주관적 해석일 수밖에
1) 黃俊傑, 1984 ｢東亞近世儒學思潮의 新動向- 戴東原, 伊藤仁齋와 茶山의 孟學에 대한 解釋｣ 茶山學報 6
輯, 茶山學硏究院.
2) 대진과 다산을 직접 비교한 논문으로는 금장태, 2001 ｢戴震의 氣學的 世界觀과 茶山의 實學｣ 다산실학
탐구, 소학사 ; 韓英, 2001 ｢戴震의 氣學과 丁若鏞 實學의 근대성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한국학중앙
연구원)이 있다.
3) 拙稿, 2006 ｢다산 경학에서 고증과 의리의 문제｣ 동양철학26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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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전 해석에 일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적 의의밖에는 없는 것일까? ‘배움에 진실
로 근본을 안다면 六經이 모두 내 마음의 脚註일 뿐이다4)”라는4)陸象山의 일갈은 애시 당초 고증
을 통한 의리의 탐구란 지엽적인 것임을 말해준다. 현재의 내 마음이 성인의 마음과 같다고 한
다면 자구를 통하지 않고도 성인의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러한 해석이야말로 대진과 다산이 비판하는 臆見에 의한 해석일 뿐이다. 고증과 같은 객관적 근
거를 제시하지 않는 해석을 어떻게 바로 그 경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다산과 대진에게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고증이 자신의 철학적 해석을 강화하는 근거일 수는
있지만 고증에 의한 경전 해석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2. 다산과 대진의 맹자 해석과 고증
다산과 대진은 모두 맹자에 관한 주석서를 남겼다. 다산의 孟子要義는 맹자 본문 260
장 가운데 난해하고 주석에 문제가 많은 153장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고금의 주석을 검토·비판
5)

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해 놓은 것이다. 5)다산의 주석은 기본적으로 맹자 원문의 용어와 용례
에 주의하여 맹자 원문에 대한 일차적 해석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대진의 孟子字義疏證은
맹자에 대한 일차적 해석이 목표가 아니라, 주희에 의해 성리학적 사유로 해석된 맹자의 주
요 개념들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그래서 맹자자의소증은 맹자에 관
한 주석서라기보다는 맹자의 주희 주석에 대한 비판서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이 맹자에 관한
새로운 주석을 통해 맹자를 새롭게 복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대진은 맹자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자학을 비판하고 자신의 철학 사상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이다.
따라서 다산과 대진의 맹자 해석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해석에서 공통
적으로 보이는 주자 주석에 대한 비판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산과 대진은
모두 주자의 理氣心性論에 근거한 義理的 해석을 비판하고, 字義의 訓詁에 근거한 고증적 방법
으로 맹자의 여러 개념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산이 주자의 本然·氣質說을
비판하면서 “六經과 四書에 보이지 않는다(本然氣質之說, 不見六經, 不見四書)”라고 한다든지, “性
을 理라고 하는 것이 고전에 근거가 있는가?(以性爲理, 有古據乎)”라고 하는 것, 대진이 “옛사람
이 말하는 理는 후세 유학자들이 말하는 理와 그 의미가 같지 않다.(古人所謂理, 未有如後儒之所
4) 陸象山, 象山先生全集卷34, 語錄, “學苟知本, 六經皆我註却”
5) 이지형, 1994 ｢맹자요의 해제｣ 茶山孟子要義, 현대실학사, 444면.

176·한국문화 43

謂理者矣)”, “육경과 공자 맹자의 말씀 및 傳이나 記의 여러 문헌에서 ‘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六經孔孟之言, 以及傳記群籍, 理字不多見)”라고 한 것은 경전 해석에 관한 두 사
람의 공통된 태도를 보여준다. 두 사람 모두 경전의 본의는 字義의 훈고에 근거하여 찾아야 한
다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고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철학적 개념을 字義의 훈고로 해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性, 心, 誠 등과 같은 철학적 개념의 해석에 있어
고증의 한계는 분명하다. 性을 理로 해석하느냐 氣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嗜好로 해석하느냐 하
는 문제는 단순히 性의 字義를 고증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불가피
하게 개념에 대한 경학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주자가 性을 理라고 한 것에 대하여 字義의 훈고에 근거하여 “성이 리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성을 다른 용어로 해석하는 순간 마찬가지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다산은 성을 리가
아닌 ‘嗜好’로 해석하였고 대진은 성을 ‘血氣’와 ‘心知’라고 해석하였지만, 왜 성을 그렇게 해석해
야 하는가에 대한 고증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고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사
상 전체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증학의 대표적 학자인 대진이 맹자자의소증을 쓰면서
실제로는 고증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氣論에 근거한 철학적 논의로 일
관했던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6)6)대진은 맹자를 주석하면서 맹자 원문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理, 天道, 性, 誠 등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산은 원문에 대해 상세한 주석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다산의 주된 관심은 단순한 훈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성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비판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산과 대진의
맹자 해석은 주자의 주석에 대한 고증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철학적 해석의 문제인
것이다.

6) 맹자자의소증에는 대진의 음운 연구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훈고적 방법에 있어서도 ‘謂之’와
‘之謂’의 용례를 거론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山井湧, 1980 明淸思想史硏究, 東京大出版會, 395면. 山井
湧은 맹자자의소증에는 고증학적 요소가 약하고 주관적 철학적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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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맹자 性善에 관한 해석
1) 맹자 性善의 의미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알
아야 하는가? 맹자가 살던 시대에는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었다. 맹자
는 본성을 개체에 내재하는 자연적 욕구로 보는 양주, 고자 등의 자연주의자와는 달리, 본성을
도덕의 기초로 보고자 하였다. 양주는 ‘生’의 보존을 유일의 가치로 보고 어떤 외부적 요인도 개
인의 삶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맹자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仁義로 표현되는 도덕이었다.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지만, 삶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므로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지만, 죽음보다 심하게 싫어하는 것이 있으므로 죽음을 가져오는 환
난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이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다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에게 죽음보다 싫어하는 것이 없다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삶을 위한 일이라도 義가 아니면 하지 않는 일이 있고, 피할 수 있는 환난과 죽
음이라도 의를 위해서라면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람에게는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
고,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君子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7)7)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군자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을 뿐이다.

맹자는 고자와의 논쟁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동물의 본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도덕이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덕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외적으로 주어
진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요구라는 사실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도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기실현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맹자는 ‘나 - 주체’라는
범주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본성에 대한 신학적 존재론의 기준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
의 보편성’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줄곧 유비논증의 방식
8)8)

으로 논쟁을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송대의 주희는 맹자의 ‘성선’을 주석하면서 도덕을 다만 인간 내면의 요구로만 설명하
7) 孟子 ｢告子 上｣, “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 死亦我所惡,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
不避也. 如使人之所欲莫甚於生, 則凡可以得生者, 何不用也? 使人之所惡莫甚於死者, 則凡可以避患者, 何不
爲也? 由是則生而有不用也, 由是則可以避患而有不爲也. 是故所欲有甚於生者, 所惡有甚於死者, 非獨賢者有
是心也, 人皆有之, 賢者能勿喪耳.”
8) 줄리아 칭, 2004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허경 역), 한울아카데미,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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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을 이기론이라는 존재론의 기반 위에서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맹자가 말한 性은 전체로서의 우주의 질서 나아가 이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의 원리인
理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인간은 리와 기의 결합이며, 기는 인간의 형체 즉 육신을 이루
고 리는 그 인간의 본성이 된다. 인간이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본성 때문이며
인간의 도덕은 바로 리인 본성이 발현한 것이라는 것이다. 본성은 기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지만
그 자신은 리로서 기와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희의 이기론에 의해 본성이 도덕의 확고한 기초로서 정초되었지만, 본성은 실천 이
전에 이미 언제나 전제되어 있는 선험적 원리가 됨으로써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실천과는 분리
되는 인상을 갖는 개념이 되었다. 그리하여 주희 스스로는 맹자의 도덕적 실천성을 계승한다고
자부하였지만, 주희의 본성 개념은 감성 혹은 욕구와 대비되거나 심지어는 대립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9)9)또한 리로서 해석된 주희의 본성은 그것이 비록 도덕 실천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현실화함에 있어 여전히 氣의 매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도덕규범은 보편적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실천하는 주체들의 능력 즉 타고
난 기의 질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규범의 보편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도
10)10)

덕적 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난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대진의 성선론 : 血氣와 心知
대진은 맹자의 본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대진은 인간 도덕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도덕은 인간 본성이 실현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본성이 인의예지 곧 理라는
주희의 性卽理說을 비판하는 것일까? 대진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세의 유학자들은 맹자가 ‘성’을 말하면서 ‘理義’를 말하고 ‘仁義禮智’를 말하는 것을 보고서, 그
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침내 부여받은 ‘氣’ 밖에 ‘理義之性’을 더하여 그것이 맹자의 설이라고 하였
11)11)

다.

맹자가 본성을 논의하면서 理義와 인의예지를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氣 이외에 별도의 理義
之性을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9) 이규성, 2003 ｢정자에서 지식과 직관의 문제｣ 세계와 인간에 대한 동양인의 사유, 천지, 283~284면.
10) 문석윤, 2004 ｢다산 정약용의 새로운 도덕이론: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철학연구 90집, 86면.
11) 孟子字義疏證上, ｢理｣, “後儒見孟子言性, 則曰理義, 則曰仁義禮智, 不得其說, 遂於氣稟之外, 增一理義
之性, 歸之孟子矣.” 맹자자의소증의 번역은 임옥균 역, 1999 맹자자의소증·원선(홍익출판사)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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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기일원론자로 알려진 대로 氣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理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래서 그는 인간의 본성도 전적으로 氣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하늘을 날고 땅 속에 숨어있는 동물과 식물과 같은 모든 사물의 성은 모두 그 기의 종류에 따라
구별된다. 사람과 생물은 음양오행에서 나뉘어져 성을 이루므로 氣의 종류를 버리면 성이라는 이름
12)12)

은 없게 된다.

인간의 성이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氣의 산물이라는 대진의 주장은 성리학의 본연지성을
의식한 언급이다. 성리학에서는 이기론에 따라 性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
다. 본연지성은 만물이 동일하게 부여받은 성으로 理라면, 기질지성은 현실의 인간 본성을 말한
다. 대진은 만물의 생성에 理가 관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본연지성을 부정하고 기질지성만
을 본성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리가 기적인 사물 속에 내재한 분별적 조건인 것처럼 성 또한 기
질 속에 있는 분별적 조건일 뿐이며 기질지성 이외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순수한 理義之性으로서
의 본연지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가 性과 함께 理義를 말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대진은 性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13)

性이란 음양오행으로부터 나뉘어져서 血氣와 心知가 된 것으로 만물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다.
13)

음양오행을 각각 나눠받아 사람과 동물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은 각각 나눠받은 것으로 성을 이
룬다. 음양오행은 천지운행의 실체이고 혈기와 심지는 성의 실체이다. 실체가 있으므로 개체로 나
14)14)

뉘며, 나뉘어 한정되기 때문에 각각 같지 않다.

성은 음양오행인 기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만물을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다. 음양오행의 나
누어짐으로 인해 서로 다른 사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물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
념이 바로 性이다. 사람과 동물은 모두 기 변화의 산물이되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그 性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다. 이때 이 性의 실체를 이루는 것은 血氣와 心知이다.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차
이는 血氣와 心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독자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心知 능력의 차이이다.
12) 孟子字義疏證中, ｢性｣, “如飛潛動植, 擧凡品物之性, 皆就氣類別之. 人物分於바陽五行以成性, 舍氣類,
更無性之名.”
13) 孟子字義疏證中, ｢性｣, “性者, 分於바陽五行以爲血氣心知, 品物區以別焉”
14) 孟子字義疏證中, ｢天道｣, “分於바陽五行, 以有人物, 而人物各限於所分, 以成其性, 바陽五行, 道之實體
也. 血氣心知, 性之實體也. 有實體 故可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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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心知를 확충해서 神明에 이를 수 있으면 인의예지가 온전하지 않음이 없다. 인의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心이 그 머무를 바를 알고 知가 그 헤아리는 능력을 극도로 발휘하는 것이다. 지
각운동은 사람과 동물이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다. 지각운동이 다른 까닭은 사람과 동물의 성이 다
15)

르기 때문이다.

15)

사람의 心知는 동물과는 달리 확충이 가능하며 신령스럽게 밝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理
義란 心知가 확충하여 기능을 극대화할 때 파악되는 것이다. 동물의 심지는 사람과 같이 확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理義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성과 동물의 성이 다른 것이다. 맹자가
고자가 성을 알지 못했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인간의 心知가 동물과 달리 理義를 분변하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告子가 몰랐다는 것이었다.
대진은 맹자가 성을 선하다고 한 것은 바로 心知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고 본다. 마음이 理
義를 분변하여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입이 맛있는 것을 분변하여 기뻐하는 것과 같다. 혈기가
욕구를 좋아하듯 心知는 理義를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욕구란 혈기의 자연이고, 떳떳한 덕을 좋아하는 것은 심지의 자연이다. 이것을 두고 맹자에서 性
善이라고 한 것이다. 성선이란 心知에 관한 것이다. 혈기의 자연스러움이 욕구라면 덕을 좋아하는
것이 심지의 자연이다. 혈기의 자연으로 말미암아 이를 살펴서 그 필연을 알게 되니 이를 理義라고
16)16)

한다. 자연과 필연은 두 가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심지가 좋아하는 理義란 혈기의 욕구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혈기의 자연으로 말미암
아 그것을 살펴서 필연을 아는 것이 理義이다. 理義는 욕구에 대한 제거나 억압이 아니다. 욕구
가 사사로움을 벗어나면 그것이 곧 理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理義는 혈기와 심지를 떠나 있
는 것이 아니다.
理義는 다름이 아니라 心知가 비추고 살피는 것이 잘못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잘못되
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마음의 신명이다. 理義를 어찌 별도의 사물처럼 여겨 비추고 살피는 것
이외에서 구할 것이며 사람의 정상이 신명에 나갈 수 있는데 어찌 부여받은 ‘기’ 이외에서 구할 것
17)17)

인가?

15) 孟子字義疏證中, ｢性｣, “人則能擴充其知至於神明, 仁義禮智無不全也. 仁義禮智非他, 心之明之所止也.
知之極其量也. 知覺運動者, 人物之生, 知覺運動之所以異者, 人物止殊其性.”
16) 孟子字義疏證上, ｢理｣, “欲者, 血氣之自然, 其好是懿德也, 心知之自然, 此孟子所以言性善. 心之自然,
未有不悅理義者, 未能盡得理合義耳. 由血氣之自然, 而審察之以知其必然, 是之謂理義, 自然之與必然, 非
二事也.”
17) 孟子字義疏證上, ｢理｣, “故理義非他, 所照所察者之不냐也. 何以不냐? 心之神明也, 人之異於禽獸者, 雖
同有精爽, 而人能進於神明也. 理義豈別若一物, 求之所照所察之外, 而人之精爽能盡於神明, 豈求난氣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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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理義를 구하는 일은 기의 변화로 만들어진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진은
주희의 본연지성은 바로 기를 떠난 성으로 인식한다. 理義는 기에서 찾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주희는 氣質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서, 기를 떠나 별도로 理義의 性이라는 허위 개념을 만
들었다고 대진은 비판한다.
한편 대진은 심지의 자연은 理義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리를
이해하고 의에 부합할 수는 없다고 파악한다. 心知의 능력이 극대화되지 않을 경우 무엇이 올바
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을 좋아하는 것이 심지의 자연이지만 자연에
나아가 그것을 완전히 밝혀서 조금도 잘못이 없도록 파악해야 한다. 만약 자연에만 맡겨두면 도
리어 그 자연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心知를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대진은 주희의 성즉리설을 기를 떠나 본연지성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도덕
의 기초를 찾고자 했던 이론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질지성만을 통해 맹자의 성선을 설
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마음을 성의 실체로 규정하였고, 인간 마음의 기능에서 성선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동물의 마음과 달리 理義를 분변하고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는 것이 그가 찾은 근거였다. 주희 철학에서도 마음은 보편적인 도덕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자신
의 것으로 정립하는 능력을 지닌 자율적 주체였다. 그러나 주희의 이기론에서 마음은 결코 절대
적 존재 자체는 아니었다. 마음은 이기의 존재론에서 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기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주희 철학에서 마음은 결국 절대적 주체로서, 그리고 기질의 제한을 받을 수밖
에 없는 개체로서,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제 대진은 그러한 마음을 도덕의 주체로 정
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진의 마음은 주희에서처럼 理인 性에 대해 氣로 규정된 마음이
아니었다. 마음은 성의 실체이며 리는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3) 다산의 성선론 : 性嗜好說
다산은 성리학의 성즉리, 본연기질, 기질지성의 정의를 비판하고 맹자의 性善을 새롭게 해석
하고자 한다. 다산의 이런 점은 대진과 유사하다. 그런데 다산은 주희나 대진이 존재론적인 차
원에서 성을 논의한 것과는 달리 경전에 사용되는 性의 용례에 근거하여 성선의 의미를 밝히고
자 하였다.
다산은 먼저 ‘성’ 개념이 맹자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다산은 맹자
｢고자｣의 내용에서 맹자가 성을 기호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논어에도 나온 개념이지만 맹자의 경우는 성이 사용되는 의미가 주로 기호라는 것에 착
안하여 성을 기호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外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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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이란 기호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령 “謝安石은 천성이 음악을 좋아하였
고 위 鄭公은 천성이 검소를 좋아하였다”라는 말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
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서화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기호를 가지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의 자의가 본래 이와 같기 때문에 맹자가 성을 논함에 반드시 기호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그 말
에 “입이 맛에 대하여 기호가 같고, 귀가 음악에 대하여 기호가 같고, 눈이 색에 대하여 좋아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성이 선을 좋아하는 것이 같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성자의
18)18)

본래의 뜻이 ‘기호’에 있음이 아니겠는가?

다산은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기호와 관련하여 논의한 것이 탁견이었다고 평가한다. 성을 기
호로 해석하면 다른 경전에 나오는 성의 의미도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召誥｣에 ‘성을 절제하게 하여 오직 날마다 힘쓴다’, 예기 ｢왕제｣에 ‘육례를 닦아 민의 성을
절제한다’라고 하였고, 맹자는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을 절제하여 참게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이른 바 성은 인심의 기호를 말한 것이다. 서경의 商書에서 祖伊의 말에 ‘백성이 천성을 헤아리
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자사는 ‘성을 따른다’[率性]고 하였고, 맹자는 ‘성은 선하다’[性善]고 하였는
데, 여기에서 이른 바 성은 도심의 기호이다. 비록 주안점을 둔 바는 같지 않지만 기호를 성이라
19)19)

한 것은 같다.

인심의 기호란 인심이 좋아하는 것이고 도심의 기호란 도심이 좋아하는 것이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질지성과 천명지성도 기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질지성이란 기질이 좋아하는 것이
며, 천명지성이란 천명이 좋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다산은 맹자가 말한 性善도 선을 좋아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한 것은 곧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산의 해석은 대진이 혈기와 심지를 비교 설명하면서 心知가 理義를 분변하고 기
뻐한다고 하거나, 心知의 스스로 그러함이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好是懿德]라고 하여 성을
20)20)

‘好惡’로 해석한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산이 대진의 맹자자의소증을 읽었는지는 확인

되지 않지만, 성을 ‘기호’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맹자 경문의 용례에서 성 개념의
18) 孟子要義권1, 33a, “余謂性者主於嗜好而言. 若所謂謝安石性好聲樂, 魏鄭公性好儉素, 或性好山水, 或性
好書畫, 皆以嗜好爲性. 性之字義, 本如是也. 故孟子論性, 必以嗜好言之. 其言曰口之於味, 同所嗜, 耳之於
聲, 同所好, 目之於色, 同所悅. 告子上皆所以明性之於善. 同所好也, 性之本義. 非在嗜好乎?”
19) 孟子要義권1, 34a, “召誥曰, 節性惟日其邁. 王制曰, 修六禮以節民性. 孟子曰, 動心忍性. 此所云性者, 人
心之嗜好也. 商書祖伊之言曰, 不虞天性. 子思曰, 率性. 孟子曰, 性善. 此所云性者, 道心之嗜好也. 雖其所
主不同, 其以嗜好爲性則同.”
20) 다산처럼 성을 기호라고 풀이한 사례는 없지만 기호라는 말은 맹자가 성선을 말할 때 인용한 시경의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好是懿德]의 ‘好’자와 口體의 嗜欲을 말할 때 사용한 ‘입이 맛에 대하여 똑같
이 즐김이 있다’[口之於味也 有同嗜焉]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산과 대진의 맹자해석 비교 연구·183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고증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진이 心知를 성의 속성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다산은 성을 심의 속성으로 보았다.
性의 字義를 분석해 보면 성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옛 성현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性이라는 글자가 된 것이 본래 ‘嗜好之欲’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
21)21)

호’라는 것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性이 아니겠는가?

기호란 마음의 기호이다. 따라서 성은 마음의 속성이지 어떤 독립된 실체는 아닌 것이다. 다
산은 마음과 성을 비교하면서 영명의 대체란 성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산의 해석
은 신유학의 전통적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성리학에서 성은 기질의 제한을 받는 심과
는 달리 理로서 독립적 실체 개념이었다. 대진의 철학에서도 성은 마음보다 상위의 개념이었다.
그런데 다산의 철학에서는 마음과 본성이 역전된다. 마음이 주체이고 본성은 그 주체의 경향성
을 나타내는 개념일 뿐이다.
다산은 사람의 마음을 보다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은 이미 인간에게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權衡을 부여하였지만, 그 아래로는 선한 일이
란 어렵고 악에 빠지기는 쉬운 형구를 주었고 또 위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을
부여하였다. 만일 이러한 본성을 지니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어느 사람 하나라도 하찮
22)22)

은 조그만 선마저 실행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다산은 성을 절대적인 규범인 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마음의 기호로 파악함으로
써, 마음은 절대적인 규범 즉 性卽理의 性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되었다. 절대적인 규범으로
서의 성은 마음에 내재해 있지 않다. 인간에게 내재하는 것은 선에의 경향성과 그를 선택할 수
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마음뿐이다. 마음의 도덕적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마음 자체의 의지이며 결정〔權〕인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자
23)23)

신의 실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21) 梅氏書平卷4, 24a, ｢閻氏古文疏證抄｣一, “嗜好者, 生於心者也, 生於心, 非性乎?”【六書之指事會意】
22) 與猶堂全書2-2-28b. ｢心經總義｣, “天旣予人以可善可惡之權衡, 於是就其下面, 又予之以難善易惡之具,
就其上面, 又予之以樂善恥惡之性. 若無此性, 吾人從古以來, 無一人能作些微之小善者也.”
23) 문석윤, 2004, 앞의 책,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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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진과 다산의 맹자 성선 해석의 함의
다산과 대진은 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맹자 ‘性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대
진은 성의 실체인 心知가 好善하는 것을 성선으로 해석하였고, 다산은 道心이 好善하는 것을 성
선으로 해석하였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맹자의 ‘性善’을 인간 마음의 경향성으로 이해한 것이
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적으로 善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맹자는 ‘성선’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해석은 모두 맹자의 性善의 본의를 밝히고자 한 것이
었지만 실제로는 성을 理로 규정한 주희의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대진은 주희의 이론이 불교와 도교에 영향을 받아 기질을 초월한 별도의 리를 본성으로 세우
고 그것을 통해 현실의 자연스런 감정과 욕구를 부정하고자 한 것으로 비판한다.
송나라 유학자들인 정자와 주자는 노자 장자 불가의 사사로움을 바꾸어 리를 귀하게 여겼고, 그
들이 형체를 중시하지 않은 것을 바꾸어 기질을 탓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리’는 여전히 ‘별도의 사
물이 있어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이에 ‘리’와 욕구의 나눔을 구별하여 “‘리’에서 나
오지 않으면 욕구에서 나오고, 욕구에서 나오지 않으면 ‘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에 내지르는 부르짖음과 남녀가 서로 없어서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러 삶
을 바라는 것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인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과 욕구의 느낌을 모두 끊은 것
24)24)

만을 헛되이 지적하여 천리의 본연이 마음에 보존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도덕은 인간의 자기실현이 아니라 허구적 관념에 인간적 삶을 옭아매는 것이 되어
버렸다. 성즉리설이 갖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이 타자를 제압하기 위한 억압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다.
‘리’를 가지고 책망함에 이르러서는 세상에 드물게 높은 절개가 있는 사람도 ‘義’를 핑계로 그에
게 죄주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리’를 가지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책망하고,
나이든 자는 ‘리’를 가지고 어린 사람을 책망하며, 신분이 귀한 사람은 ‘리’를 가지고 천한 사람을
책망하니, 비록 자기들이 잘못하더라도 ‘리’를 따른다고 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 어린 사람, 천한 사
람은 ‘리’를 가지고 다투어 타당함을 얻었더라도 ‘리’를 거스른다고 한다. 이에 아랫사람은 천하의
동일한 감정, 천하의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도 윗사람에게 상달할 수 없고 윗사람은 ‘리’를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요구하니 아래에 있음으로 얻게 된 죄가 사람마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이

24) 孟子字義疏證下, ｢權｣, “宋儒程子·朱子, 易老·莊·釋氏之所私者而뉘理，易彼之外形體者而咎氣質.
其所謂理, 依然如有物焉宅於心. 於是때乎理欲之分，謂不出於理則出於欲，不出於欲則出於理. 雖視人之
饑寒號呼, 男女哀怨，以至垂死冀生，無非人欲，空指一絶情欲之感者, 爲天理之本然存之於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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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겨 죽으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리’에 걸려 죽으면 그 누가 불쌍하게 여
25)25)

기겠는가!

인간의 현실을 초월한 리가 절대적 규범이 되었으며, 절대적 규범인 리는 현실의 어떠한 도덕
규범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리는 천하 사람의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욕구도 초월한
절대적 가치로서 군림한다. 리는 이제 법보다도 더 무서운 지배의 도구가 된 것이다.
대진이 초월적 허구적 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다산의 성즉리 비판은 도덕 실천의 문
제와 관련되어 있다. 다산은 도덕 실천의 주체를 본성이 아닌 마음으로 보았다. 도덕은 자연 일
반에 내재한 비개체적 도덕 원리의 자기실현이 아니라 개체로서의 인간의 자유 의지의 산물이었
다. 만약 도덕의 문제가 본성의 문제가 될 경우 개인에게는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의 주체는 본성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했다.
천은 사람에게 自主之權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선을 바라면 선을 행하고 악을 바라면 악을 행
하게 하니 유동하여 일정하지 않다.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으니, 짐승들의 마음이 정해진 것〔定心〕
과는 같지 않다. 따라서 선을 행하면 실제로 자기의 공로가 되고 악을 행하면 실제로 자기의 죄가
된다. 이것이 마음의 권이며, 이른바 성이 아니다. …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다. 선을 행할 수도 있
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곧 주장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활동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선하면
26)26)

곧 공이 되고 악하면 곧 죄가 된다.

다산은 성리학이 도덕 실천의 주체를 마음이 아닌 본성에 둠으로써 도덕 실천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먼저 인의예지의 덕목이 본성의 리로서 내재해 있는 것이라면 도
덕 실천이란 이 본성을 제약 없이 현실에 드러내는 일이 되어 다만 정적이고 내면적인 수양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다산은 인의예지란 일을 실행한 다음에 성립되는 덕목이지 사람의 본성이 아님을 확
고하게 밝힌다. 인간의 본성은 인의예지를 좋아하는 기호이지 인의예지 그 자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의예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인간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지 본성 속에 감추어진 원
리가 아니다.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도심의 기호를 따라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것이지, 리로서의
25) 孟子字義疏證上, ｢理｣, “及其責以理也，不難擧曠世之高節，著於義而罪之. 尊者以理責卑，長者以理責
幼，뉘者以理責賤，雖失，謂之順, 卑者幼者賤者以理爭之，雖得謂之逆. 於是下之人不能, 以天下之同情,
天下所同欲, 達之於上. 上以理責其下，而在下之罪，人人不勝指數. 人死於法，猶有憐之者, 死於理,其誰
憐之!”
26) 孟子要義 卷1, 35a. “天之於人, 予之以自主之權, 使其欲善則爲善, 欲惡則爲惡, 游移不定. 其權在己, 不
似禽獸之有定心. 故爲善則實爲己功, 爲惡則實爲己罪. 此心之權也, 非所謂性也. … 人則異於是, 可以爲善,
可以爲惡. 主張由己, 活動不定, 故善斯爲功, 惡斯爲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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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제약된 기의 마음을 순수하게 수양하는 것이 아니다. 다산은 성리학의 도
덕 이론이 마음을 기르는 데 힘써 오히려 삶의 문제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비판한다.
옛날의 학문은 힘쓰는 것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렸는데, 오늘
날의 학문은 힘쓰는 것이 마음을 기르는 데 있어, 마음을 기르다가 일까지 폐하게 된다. 혼자 자신
만을 선하게 하고자 한다면 오늘의 학문도 무방하지만, 천하를 아울러 구제하고자 한다면 옛날의
27)27)

학문이라야 가능하다.

대진의 성즉리에 대한 비판이 허구적 관념에 의한 억압의 문제에 있었다면, 다산의 비판은 행
위의 실천을 방기한 관조적 심성 수양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두 사람이 모
두 마음을 중시하지만, 마음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이는 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진은 마음의 중요한 기능을 理義의 분변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理義는 혈기를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의 자연인 욕망 안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역할은 바로 혈기의 자연을 살펴서
거기에서 필연인 理義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산 또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혈기의 욕망 안에서 理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理는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되 혈기의 욕구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다
산은 마음의 역할 가운데 분변을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는다. 理義는 道心이 이미 지향하는 것이
다. 理義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심을 따라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사람은 무엇이 올바른지 알더라도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더 쉽게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맹자 性善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대진과 다산의 도덕 이론을 비교 검토해 보았
다. 두 사람은 모두 경전 해석에서 고증을 중시하고, 성리학의 이기심성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도덕이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진은 청대 고증학의 대표적 학자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경전 해석에 있어 실
천을 강조하는 다산과 비교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
러나 맹자에 관한 두 사람의 저술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보다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가
27) 孟子要義卷2, 28a. “古學用力在行事, 而以行事爲治心. 今學用力在養心, 而以養心至廢事故也. 欲獨善其
身者, 今學亦好, 欲兼濟天下者, 古學乃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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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경전에 관한 객관적 해석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부터 논란이 되는 문제이지만, 경전의 주요 개념을 고증을 통해 해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해석이 맹자의 원의를 보다 정합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지
만, 본고에서는 ‘性善’ 해석을 통해 나타난 성리학에 관한 두 학자의 문제의식과 비판의 방향을
주로 살펴보았다.
대진은 성리학의 성즉리설을 비판하고, 성의 실체를 血氣와 心知라고 제시하였다. 그는 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인간의 현실적 욕구와 무관한 관념화된 도덕과 그러한 도덕에 의한
억압의 사회 문화를 비판하였다. 반면 다산은 성기호설을 통해, 도덕의 주체는 인간의 자유의지
에 있음을 밝히고 도덕적 책임과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대진은 理를 분별하
는 마음의 능력을, 다산은 성을 따르는 마음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했던 것이다.
다산에 따르면 청대의 고증학으로는 성인의 도를 계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청대의
고증학은 도덕 실천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이,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해 송대 성리학을
비판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산은 성인의 도는 字句, 訓詁의 학으로는 계승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心知가 神明의 경지에 오르지 않는다면 理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진의
입장에서 보면, 다산의 비판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사람의 해석은 단순한 고증의 문제
가 아니라 실천적 지향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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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Research on Dasan and Dai Zhen’s
Interpretation of Mencius
Kim Young Woo *
28)

This article compares two interpretations on Mencius, one by Dai Zhen, the
representative bibliographical scholar from Qing dynasty, and the onther by Dasan
Chong Yag-yong, the most notable scholar of Practical Learning School from Chosun
dynasty. What two scholars shared in common was that they strongly opposed the
interpretation through NeoConfucian notions and propagated the historical and
bibliographical research in interpreting the classical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the two scholars differ sharply in their aim and problematik
as they opposed Zhu Xi’s interpretation on Mencius. That is, while Dai Zhen criticized
the socio-cultural oppression caused by conceptualized morality that is detached from
real-life desire, Dasan, through his theory of ‘nature as moral appetite’, attempted to
uncover the fact that determining moral subjectivity is nothing but free-will of
humankind, and that humans hold the key to moral responsibility and practice.
In short, Dai Zhen stressed the capacity of mind that discerns the principle (li),
and Dasan emphasized the mind’s autonomous making of moral decision to follow
the 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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