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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의 人性論

1. 논제의 배경
人性論은 丁茶山(1762-1836) 사상의 주요한 관건처가 된다. 유학의 발전상에 있어서의 다산의 

공헌이나 또는 다산과 西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반드시 인성론의 검증을 통해서만이 논의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산 인성론의 특색은 그의 ‘性嗜好’설1)에1)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독
창성이 비록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性嗜好說이 실질적
으로 유학의 전통에 속하는지 아니면 西學의 전통에 속하는지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이 西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점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자는 마테오리치(利瑪竇)의 天
主實義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련의 학자는 星湖 李瀷의 天主實義發問을 근거로 하고 있
다. 그 밖의 학자들은 다산이 알레니(艾儒略, P. Julius Aleni, 1582-1649)의 職方外紀, 萬物眞
原, 三山論學, 프란체스코 삼비아소(畢方濟, P. Franciscus Sambiasi, 1582-1649)의 靈言蠡勺, 
그리고 판토쟈(龐迪我, P. Diadance de Pantoja, 1571-1620)의 七克, 아담 샬(湯若望, Johann 

* 臺灣大學 中國文學系 敎授
1) 論語古今注 卷9(與猶堂全書 第6冊, 서울, 驪江出版社, 1992年, 총면수 101쪽) : “案心性之說最精微, 

故最易差, 唯其字義先明, 乃可分也. 其在古經以虛靈之本體而言之, 則謂之大體. 以大體之所發而言, 則謂之
道心. 以大體之所好惡而言之, 則謂之性. 天命之謂性者, 謂天於生人之初, 賦之以好德恥惡之性, 於虛靈本體
之中, 非謂性可以名本體也. 性也者, 以嗜好厭惡而立名. 詩云, ‘民之秉彝, 好是懿德’, 秉彝卽性也, 而必以
好德爲言, 斯可驗也. ｢召誥｣曰‘節性, 唯日其邁’, ｢王制｣曰‘修六禮以節民性’, 孟子曰‘動心忍性’, 皆以嗜好爲性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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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의 主制群徵와 聖世芻堯, 샤바냑(沙守信, Emeric Langlois 
de Chavagnac, 1670-1717)의 眞道自證 등 기타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의 저작을 읽었다는 점
을 근거로 하여, 다산 인성론 중의 ‘性嗜好’설은 프란체스코 삼비아소(畢方濟)의 靈言蠡勺 중의 
｢靈魂論｣ 및 알레니(艾儒略)의 性學觕述과 관련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2)2)

茶山의 ‘性嗜好’설이 삼비아소(畢方濟)와 알레니(艾儒略) 및 마테오리치(利瑪竇)의 영향을 받았
다는 주장의 논거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靈魂論으로 理氣論을 와해시켜 
원시유학 중의 上帝思想을 부각시키려는 것은 마테오리치(利瑪竇) 및 그 계승자인 예수회 전도
사들의 공통된 사상이다. 다산은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의거하여 性理學의 
理氣論을 반대하였다. 둘째, 마테오리치(利瑪竇)와 삼비아소(畢方濟)는 모두 人性은 肉體性(形性 ; 
有形之性 ; 覺魂)과 精神性(神性 ; 無形之性 ; 靈性 ; 靈魂 ; 神魂)이 함께 있는 二元적 구조로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精神性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上帝의 無에서 
有로의 創造이며 理氣論 중의 ‘氣’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사람의 心志는 肉體性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욕망을 쫓게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은 또한 옳음과 시비를 헤아려서 욕망
을 억제하고 善을 행할 수 있다. 만일 意志가 道理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면 즉 有德君子가 될 
수 있어서 上帝(天主)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다산은 마테오리치(利瑪竇)와 삼비아소(畢方濟)의 
靈魂不滅說 및 人性은 二元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설을 받아들여 자신 특유의 性嗜好說을 제시
하였다. 셋째, 마테오리치(利瑪竇) 天主實義의 ‘性之所嗜’의 설, 삼비아소(畢方濟) 靈言蠡勺의 
‘嗜司’와 ‘性欲／司欲／靈欲’의 설, 알레니(艾儒略) 性學觕述의 ‘知覺的嗜欲／靈明的愛欲’의 설 
등은 모두 茶山 性嗜好說의 연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서술된 논법은 비록 말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의문이 없을 수는 없다. 이기론
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先秦 孔孟荀의 유학적 전통에는 분명 理氣에 관한 논의가 없으므로 茶山
이 理氣論을 반대한 것이 서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아니면 先秦 孔孟哲學으로 회귀
한 결과인지? 같은 이치로, 形性과 神性의 二元적 구조 또한 전통적 人心과 道心의 구분 중에 
있으며, 性嗜의 설 역시 孟子 ｢告子｣의 “理와 義가 우리 마음에 기쁨은 풀을 먹여 가축을 기
르는 것[芻豢]이 우리 입에 좋음과 같다”3)라는3)비유와도 같으므로 다산의 인성론 중에 도대체 얼
마만큼의 서학적 성분이 있는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더 정밀한 고찰이 있어야만 확정될 수 있
을 것이다.

2) 鄭仁在, ｢西學與丁茶山的‘性啫好’學說｣, 東亞視域中的茶山學與朝鮮儒學(台北, 台大出版中心, 2006年), 
pp.182-198.

3) 孟子 ｢告子 上｣ : “孟子曰 ……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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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茶山 性嗜好說의 연원과 특색
茶山 性嗜好說의 연원에 관하여서는 西學의 입장에서 이 설과 天主實義 중의 “性이 좋아하

는 바는 부족하면 추구하기가 쉽다. 여러 가지 맛은 좋아하는 것이지만 다 맛보기란4)어렵다”4)라
는 문장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이 문
장의 의미는 “음식은 예를 들면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명의 연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에 관한 사람들의 진정한 수요는 결코 많지 않다. 그런즉 맛도 좋고 양이 많은 음
식을 추구하게 된다면 좋은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茶山의 性嗜好說은 天主實義의 “性이 좋아하는 바는 부족하면 추구하기가 쉽다
(性之所嗜, 寡而易營)”라는 말로부터 시사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둘 사이에는 단지 문자상에 
있어서 그저 비슷할 뿐이다.

茶山은 스스로 그의 性嗜之說이 孟子 ｢盡心 上｣의 “땅을 넓히고 백성을 많게 하는 것은 군
자가 하고자하는 것이나 즐거워함은 여기에 있지 않다. 천하의 가운데에 서서 (王者가 되어) 四
海의 백성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군자가 즐거워하는 것이나 본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5)라고5)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性을 心의 嗜好라 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의심하였는데, 이제 그 증거가 여기에 
있다. 欲, 樂, 性 세 글자는 세 층으로 나누어져, 가장 얕은 것은 欲이고, 그 다음은 樂이며, 가장 
깊어서 마침내 본인이 특별히 좋아하게 되는 것이 性이다. 君子의 본성이라는 것은 군자가 嗜好하
는 것이라는 말과 같다. 다만 嗜好는 얕은 것 같으나 性은 자연한 명칭이다. 만약 性을 嗜好의 류
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所性’ 두 글자는 글이 되지 않는다. 欲, 樂, 性 세 글자가 이미 같은 류라고 
한다면, 性이라는 것은 嗜好이다.6)6)

위에 인용한 茶山의 문장 가운데는 분명히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性嗜好說은 다
산이 이해한 맹자를 근거로 하여 도출된 것으로, 그 논법은 맹자의 문장을 근거로 하고 있
4) 鄭仁在의 ｢西學與丁茶山的‘性嗜好’學說｣(東亞視域中的茶山學與朝鮮儒學 p.195)에서는 이에 관하여 언

급하고 있다. 天主實義에서 인용된 문장은 제 5편 ｢辨排輪迴六道戒殺生之謬說, 而揭齋素正志｣에 보인
다.(마테오리치(利瑪竇, Matteo Ricci S. J.) 원저, 馬愛德 主編, 胡國楨 藍克實 넓註, 台北, 利氏學社, 
1985年, p.272.) “性之所嗜, 寡而易營. 多品之味, 佳而難遂.”

5) 孟子 ｢盡心 上｣ : “孟子曰, 廣土眾民, 君子欲之, 所樂不存焉. 中天下而立, 定四海之民, 君子樂之, 所性不
存焉.”

6)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576쪽) : “余嘗以性爲心之所嗜好, 人皆疑之, 今其證在此矣. 
欲樂性三字, 分作三層, 最淺者欲也, 其次樂也, 其最深而遂爲本人之癖好者性也. 君子所性, 猶言君子所嗜好
也. 但嗜好猶淺, 而性則自然之名也. 若云性非嗜好之類, 則所性二字不能成文. 欲樂性三字旣爲同類, 則性者
嗜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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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性爲心之所嗜好”이라는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性嗜好說의 논법 형식은 心으로 性
을 논한 형식으로서, 心과 性 양자는 나누어 논할 수 없으며 心이 관건이 된다. 셋째, “嗜好猶淺, 
而性則自然之名”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性은 자연한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嗜好’는 진정한 
의미적 내용을 가리킬 수 없다.

이상 언급된 세 가지 측면은 다산 인성론 중의 동양과 서양적 학문의 성분을 평가하고 단정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차적인 도움이 있는가? 아래에서는 먼저 心을 위주로 한 다산의 심성 
구조에 관하여 우선 토론을 하고자 한다. 茶山은 “맹자가 일생 동안 살핀 것은 道心의 존망이다
(孟子一生所察, 卽道心之存亡也)”7)라고7)하였듯이, 그는 맹자가 논한 ‘盡心’의 요지를 깊이 알고 있
었다. 그는 ‘性’이란 사람의 진실이어서 논증을 거친 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心이 
그 嗜好를 따를 수 있는가에 문제의 중심이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心으로부터 性을 이해하는 
구조는 논리상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입장으로부터 心과 性의 의의를 논의하는 것을 우선적으
로 부정한다. 아래의 문장은 모두 다산의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맹자가 이야기 한 性을 살펴보면, 모두 嗜好로 비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性’자를 높이 떠받들어 마치 하늘처럼 크게 하고, 太極 바陽의 설과 뒤섞
고, 本然 氣質의 논의와 뒤섞어, 아득하고 동떨어진 말로 황홀해 하고 뽐내며, 이를 쪼개고 또 쪼개
서 (스스로) 天과 人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못했던 비밀이라도 궁리하는 듯이 하고 있으나, 결국 
일용 간에 항상 쓰는 법규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 또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8)8)

주자가 말하기를 “萬物自然의 性대로 따르는 것이 道이다”라고 하였으니, ‘率’자는 用力을 의미하
는 글자가 아니다. 또 말하기를 “혹자가 率性을 性命의 理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하나, 道란 오히려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이른바 率性이란 그 자연
대로 맡긴 데 불과한 것이어서, 아마 옛 성인의 克己復禮의 학문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 
朱子의 性과 道에 관한 설명은 항상 人과 物을 겸하여 이야기 하였으니, 의미가 막히고 통하기 어
려운 이러한 종류들이 많이 있다.9)9)

本然之性은 大小尊卑의 차등이 없고 단지 품수된 형질에 의해 淸濁偏正이 있게 되므로 理가 氣
에 붙어 (氣를) 따라 같게 되지 않을 수 없다. 集注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그 사이에서 홀로 形

7)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590쪽) : “孟子一生所察, 卽道心之存亡也.”
8) 大學講義 卷2 ｢心性總義｣(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144쪽) : “今觀孟子言性, 皆以嗜好立喻, 凡以是

也. 今人推尊‘性’字, 奉之爲天樣大物, 混之以太極바陽之說, 雜之以本然氣質之論, 渺芒幽遠, 恍惚夸誕, 自以
爲毫分縷析, 窮天人不發之秘, 而卒之無補於日用常行之則, 亦何益之有矣.”

9) 中庸講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242-243 쪽) : “朱子曰, ‘循萬物自然之性之謂道’, 此率字不是
用力字. 又曰, ‘或以率性爲順性命之理, 則卻是道因人有’. 由是觀之, 所謂率性不過任其自然, 恐與古聖人克己
復禮之學不相符合. …… 朱子於性道之說, 每兼言人物, 窒礙難通多此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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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의 바름을 얻어서 실로 약간 다르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이 설이다. 분명히 이와 같다면,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이 形氣에 있는 것이지 性靈에 있는 것이 아니다. 庶民은 形氣를 버리고 君子만이 
形氣를 보존한다는 것이 어찌 맹자의 본뜻이겠는가! 形氣라는 것은 體質이니, 생명과 더불어 같이 
살고 죽은 뒤에야 썩는데, 서민만이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性理家들이 말하기를, “本然之性이 
形氣에 붙는 것은 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같아서 그릇이 둥글면 물도 둥글게 되고 그릇이 모나면 
물도 모난다”라고 하니, 이것은 명백히 人性과 獸性을 똑같은 物로 만드는 것이다.10)10)

후세의 학문에서는 천지만물 가운데 형체가 없는 것, 형체가 있는 것, 靈明한 것, 頑蠢한 것 모
두를 하나의 이치에 귀속시켜 다시 大小와 主客이 없게 되었다.11)11)

만약 ‘사람이 명을 받은 처음부터 그 분수가 이미 정해진다’라고 말한다면, 군자와 소인도 어찌 
분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12)12)

集注는 바로잡아야 하니, 이 글의 ‘性’자는 원래 嗜好라는 뜻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호
로써 성품을 삼는다. 맹자가 단지 “이와 같은 것이 性이다”라고만 말하였으니, 그런즉 사람이 똑같
이 얻은 것이나, 지금 얻은 것에도 命이 있으니 그것은 性이 아님을 알 수 있다.13)13)

茶山이 언급한 “人性과 獸性을 똑같은 物로 만드는 것(把人性獸性打成一物)”과 “천지만물 가운
데 형체가 없는 것, 형체가 있는 것, 靈明한 것, 頑蠢한 것 모두를 하나의 이치에 귀속시켰다(把
天地萬物無形者有形者靈明者, 頑蠢者竝歸之一理)”라는 말의 의미는, 만일 우주론적인 形氣와 理氣
의 입장에서 사람과 만물을 구별한다고 하면, 이러한 구별은 命을 품부 받은 처음에 이미 확정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람과 만물은 결코 각각 개별 존재의 수양과 창조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命을 품부 받은 처음에 얻은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하늘이 부여해 준 본
성이 다르다라는 것은 단지 사람과 만물이 같은 동류가 아님을 말해 줄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사람과 만물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여 단정하는 것일 수는 없다.

앞서 서술한 이러한 견해를 통하여, 다산은 宋代 이래의 유학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었으며, 주
10) 孟子要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487쪽) : “本然之性無有大小尊卑之差等, 特因所稟形質有淸

有濁有偏有正, 故理寓於氣, 不得不隨而不同. 集注曰, ‘人於其間, 獨得形氣之正爲小異”, 亦此說也. 審如
是也,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在於形氣, 不在於性靈. 庶民去形氣, 君子存形氣’, 豈孟子之本旨乎! 形氣者體
質也, 與生俱生死而後腐焉, 庶民獨安得去之乎? 性理家謂, “本然之性之寓於形氣也, 如水之注器, 器圓則水
圓, 器方則水方”, 是明明把人性獸性打成一物.”(역자 교정주)

11)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567쪽) : “後世之學都把天地萬物無形者有形者靈明者頑蠢者
竝歸之一理, 無復大小主客.”

12)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576쪽) : “若云稟命之初其分已定, 則君子小人孰不分定?”
13)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592쪽) : “集注乃櫽括, 此文性字原是嗜好之意, 故世人皆

以嗜好爲性. 孟子獨曰‘若是性也’, 則人必均得, 今旣得之有命, 則其非性可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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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리학 또는 이기론 중의 理本論은 물론 明淸시대 이래의 氣本論적인 견해에 관하여서도 
다산은 긍정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淸代의 氣本論者인 戴東原(震 ; 1723-1777)14)의14)견해를 
살펴봄으로써 다산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진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孟子가 “理義가 우리 마음에 기쁨은 芻豢이 우리 입에 좋은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분명한 말
이 아니다. 무릇 사람이 한 가지의 일을 행할 때 理義에 부합하면 그 心氣가 반드시 창연하게 되어 
스스로 얻게 되며, 理義에 거스르게 되면 心氣가 반드시 막히고 상실되어 스스로 잃게 된다. 이로
써 心이 理義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血氣가 嗜欲에 대한 것과 같으니, 모두 性이 그러하
기 때문일 뿐이다.15)15)

孟子가 말하기를, “지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모두 怵惕惻隱한 마음
을 갖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그런즉 이른바 惻隱이나 仁이라는 것은 心知가 바깥에 별도로 있어서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삶이 그립고 죽음이 두렵다는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위험을 怵惕해 하고 어린 아이의 죽음을 측은해 하는 것이다. 이러한 懷生畏
死의 마음이 없다면 어찌 怵惕惻隱한 마음이 있겠는가? 이를 羞惡, 辭讓, 是非에 유추한다면 또한 
그러하다.16)16)

사람의 血氣와 心知가 바陽五行에 근본하고 있는 것이 性이다.17)17)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사람과 만물의 性을 통괄하여 말하자면, 氣의 측면에서 각각 다르
다고 할 것이다. 血氣에 관한 것만을 전적으로 말한다면, 氣의 측면에서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知
覺 역시 다르다. 사람에게 禮義가 있다는 점이 禽獸와 다르며, 실로 사람의 지각이 사물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은 옳으니, 이것이 맹자가 말한 性善이다.18)18)

仁義禮智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모두 같을 수는 없으니, 생명의 처음에 한정된 것은 命이나 모
14) 戴震의 字는 愼修이며 一字는 東原으로 淸 安徽의 休寧 사람이다. 戴震은 淸代 皖派經學의 대표적 인물

로서 그의 考證學은 객관적 치세학의 정신을 추구하였으며 乾嘉學風을 열었다. 저서로는 孟子字義疏證, 
原善, 聲韻考, 方言疏證 등이 있으며, 후에 戴氏遺書가 편찬되어 세상에 전한다.

15) 孟子字義疏證(何文光 整理, 北京, 中華書局, 1961年), p.4. : “孟子曰, ‘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非喻言也. 凡人行一事, 有當於理義, 其心氣必暢然自得. 悖於理義, 心氣必沮喪自失. 以此見心之於理義, 
一同於血氣之於嗜欲, 皆性然耳.”

16) 孟子字義疏證, p.29. : “孟子曰,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然則所謂惻隱, 所謂仁者, 
非心知之外別如有物焉藏於心也. 已知懷生而畏死, 故怵惕於孺子之危, 惻隱於孺子之死. 使無懷生畏死之心, 
又焉有怵惕惻隱之心? 推之羞惡辭讓是非, 亦然.”

17) 孟子字義疏證, p.8. : “人之血氣心知本乎바陽五行者, 性也.”
18) 孟子字義疏證, p.35. : “自古及今, 統人與百物之性以爲言, 氣類各殊是也. 專言乎血氣之倫, 不獨氣類各

殊, 而知覺亦殊. 人以有禮義異於禽獸, 實人之知覺大遠乎物則然, 此孟子所謂性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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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넓히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性이다.19)19)

위에서 인용된 여러 단락의 글을 살펴보면, 대진과 다산 사이의 견해에 있어서 서로 근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진이 말한 “心이 理義에 대한 것은 한결같이 血氣가 嗜欲에 
대한 것과 같으니, 모두 性이 그러하기 때문일 뿐이다(心之於理義, 一同於血氣之於嗜欲, 皆性然
耳)”라는 것은 性嗜好說과 가까우며, 또한 “이른바 仁이라는 것은, 心知가 바깥에 별도로 있어서 
어떤 물건같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所謂仁者, 非心知之外別如有物焉藏於心
也)”라는 구절 역시 다산이 주자의 잘못을 논한 구절들 속에 보인다.20)20)그러나 다산은 필연적으
로 대진이 ‘性’을 “사람의 血氣와 心知가 바陽五行에 근본하고 있는 것(人之血氣心知 本乎바陽五
行者)”이라고 본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대진은 性을 우주론에서의 바陽氣化의 표
현으로 간주함으로써, 孟子의 性善을 사람과 금수가 “氣의 측면에서 각각 다르다(氣類各殊)”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그가 비록 사람이 태어날 처음에 부여받은 命을 넓히고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는 여겼지만, 서로 동일한 氣의 측면에서는 그 命을 확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擴充’
과 ‘不擴充’은 ‘氣의 측면[氣類]’ 혹은 음양오행에 근본하고 있는 ‘血氣心知’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진은 사람의 고유한 ‘형이상학적 연원’이라는 측
면으로부터 사람의 가치 선택을 해석해 낼 수가 없었다. 만일 그가 서로 다른 가치 선택을 서로 
다른 음양의 氣 혹은 오행의 氣에 억지로 귀결시키고자 하였다면, 사람의 노력에 의해 “그 命을 
확충시킬 수 있다(可擴充其命)”라는 가능성을 배척하게 됨으로써 그 자체의 이론적 모순에 빠지
게 되었을 것이다.

茶山은 분명히 대진이 직면한 이론적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그
는 이기론 중의 理本 혹은 氣本이라는 견해를 지양하여, 우주론적인 이론 구조를 선진유학 중의 
심성론적 이론 구조로 전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향과 변화는 ‘性’에 관한 그의 견해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心所嗜好’로 性을 설명함으로써 性을 명확한 내용을 구유하고 있는 의
미의 ‘理’로 여기는 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주자가 언급한 본체론적 의미상의 ‘天理’ 혹은 
대진이 언급한 血氣心知(懷生惡死와 같은 것) 및 ‘推理’와 ‘絜情’에 의해 이루어지는 ‘分理’21)21)등을 
막론하고 모두 다산이 말하는 ‘性’의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산이 언급하고 있는 ‘性’은 개념적인 ‘理’가 아니며 “마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欲

19) 孟子字義疏證, p.37. : “仁義禮智之懿, 不能人盡如一者, 限於生初, 所謂命也, 而皆可擴而充之, 則人之
性也.”

20) 茶山의 저술에서 戴震이 언급한 “有物藏於心”과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論語古今注 卷1(與猶堂全書 
第5冊, 총면수 20-21쪽) : “今之儒者認之爲仁義禮智四顆在人腹中, 如五臟然, 而四端皆從此出, 此則誤矣. 
然孝弟亦修德之名, 其成在外, 又豈有孝弟二顆在人腹中如肝肺然哉!”

21) 孟子字義疏證 p.2 : “天理云者, 言乎自然之分理也. 自然之分理, 以我之情絜人之情, 而無不得其平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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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心自然而生的欲樂)”이다. 또한 欲樂은 하나의 단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므로 ‘性’은 단일
한 의의를 갖는 명사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嗜好’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嗜好
의 性은 일종의 자연적인 天性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류 도덕 행위의 연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음의 欲樂은 비록 도덕적인 결단과 선택의 근거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진정한 도덕적 행위를 
형성할 수는 없다. 진정한 도덕행위란 반드시 ‘心’의 결정과 선택이 있은 연후라야만 성립될 수 
있다. 이 때문에 心의 欲樂은 ‘仁義禮智’라는 행위적 의의를 갖춘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欲樂의 性을 따름으로 악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仁義禮智적인 행위 역시 性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결단과 선택에 의해 결
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산은 “仁義禮智의 이름은 行事한 후에 정해진다(仁義禮智之名成
於行事之後)”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茶山은 “愛人 이후에 仁이라고 일컫는 것이니, 愛人에 
앞서서 仁이라는 명칭은 정해지지 않는다(愛人而後謂之仁, 愛人之先, 仁名未立也)”라고 하여, 人
性을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仁義禮智’의 ‘理’로 보아 이러한 理가 마치 挑仁이나 杏仁처럼 네 가
지가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 있다가 자연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반대하
고 있다.22)22)

茶山은 性(心의 嗜好)이 자연적으로 仁義禮智의 행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또한 마음의 嗜好가 지식을 추리한 결과라고도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산 견해의 중심은 
‘性’에 관한 문제에 있지 않으며, 마음이 이러한 기호의 결정과 선택(권)이라는 점에 그 중심이 
있다.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人心을 氣質之性으로 여기고 道心을 義理之性으로 여기는데, 이는 心과 性이 가리
키는 바가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性의 자의는 오로지 好惡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인데 어
찌 心을 性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슴의 性은 산림을 좋아하고 꿩의 性은 길들여 길러지는 것을 싫
어하니, 비록 불행히 길들여 길러지게 되었더라도 그 마음을 살펴보면 끝끝내 산림을 좋게 여겨, 
한 번 산림을 보면 불현듯 선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이것을 일컬어 性이라 한다. 하늘이 생명
을 부여해 준 처음에 이 性을 주어 잘 따르고 행하도록 하여 그 도리를 이룰 수 있게 한 것이니, 
만일 이 性이 없다면 사람이 비록 순간순간 善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도 행하지 못할 것
이다. …… 그러므로 하늘은 사람에게 자주적인 권능을 주어 善을 하려고 하면 善을 하게 하고 惡
을 하려고 하면 惡을 하게 하여 유동적이고 정해지지 않아 그 권능이 자신에게 있으니, 禽獸가 일
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善을 하면 실제로 자신의 功이 되며, 惡을 하
면 실제로 자신의 罪가 되니, 이는 心의 권능이지 性을 일컬은 것은 아니다.23)23)

22) 孟子要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413쪽) : “仁義禮智之名成於行事之後, 故愛人而後謂之仁. 
愛人之先, 仁之名未立也. 善我而後謂之善, 善我之先, 善之名未立也. 賓主拜揖而後禮之名立焉. 事物辨明
而後智之名立焉. 焉有仁義禮智四顆磊磊如桃仁杏仁伏於人心之中者乎.”

23) 孟子要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면수 438쪽) : “今人以人心爲氣質之性, 以道心爲義理之性, 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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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은, 사람은 “禽獸가 일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으며(不似禽獸之有定心)”, 마
음에 善惡의 권능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가 인성론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본체적인 性이 아니라, 
‘自主之權’이 되는 주체적인 性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그가 성리학으로부터 방향을 전
환한 것으로서, 우주론 혹은 본체론의 측면에서의 유학에 관한 해석으로부터 심성론 측면의 유
학 해석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기도 하다.

3. 茶山의 心性論 및 上帝에 대한 견해
陽明의 心學을 제외하고는, 주자의 이기설 혹은 淸儒의 氣本적 견해를 막론하고 모두 우주론

식의 논술이 뒤섞이지 않을 수 없다. 우주론식의 해석은 흔히 객관적인 사물화의 관점으로 모든 
존재자를 봄으로써 만물 생성의 본체 및 그 변화를 탐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의 핵심인 도덕 혹은 가치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할 적에는, 
동일한 氣化의 流行 중에서 어떻게 사람이 서로 다른 반응과 행태를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는 해석해 낼 수가 없었다. 앞 장의 토론에서 보이듯이, 다산의 논법은 우주론적인 논술을 페
기하고 ‘주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心性論’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24)심성론적인 유학 
해석은 객관적인 우주의 생성이라는 점으로부터 출발점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은 사람의 
행위의 결정과 선택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논법은 사람이 생명적 내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 또
한 사람의 인식능력이란 일종의 동태적인 역정으로서 지혜를 실천하는 활동에 따라 그리고 상대
에 의하여 제고된다고 하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성론적인 논리 구조에서는 ‘본체는 
무엇인가?’에 관한 깊이 있는 물음에 주력하고 있지 않으며, 사람은 ‘마땅히 어떠한 존재가 되어
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심성론적인 유학 해석은 그 중심이 ‘주
체성’에 놓여 있지, 천리의 실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놓여 있지는 않다.

‘主體性’적인 철학은 비록 우주론적인 측면을 비교적 적게 다루기는 하지만, 만일 ‘주체성’의 
가치를 자각하는 문제라든지 그러한 실천 활동의 가능 근거를 깊이 묻게 된다면, 이것이 즉 ‘주
체성’의 개념이 된다. 심성의 배후에 ‘경험을 초월한 실제의 것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주목하자

心之與性所指不同. 性之爲字, 專主好惡而言, 豈可以心而爲性乎? 鹿之性好山林, 雉之性惡馴養, 雖不幸而
墮於馴養, 顧其心, 終以山林爲好, 一見山林油然有感羨之心, 此之謂性也. 天於賦生之初, 予之以此性, 使之
率而行之, 以達其道, 若無此性, 人雖欲作塵剎之善, 畢世不能作矣. …… 故天之於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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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爲惡實爲己罪, 此
心之權也, 非所謂性也.”

24) 心性論의 정의에 관하여는 勞思光, 新編中國哲學史 第三冊 上(台北, 三民書局, 1987年) pp.68-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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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先秦 孔孟의 견해 중에서 그와 관련된 논설을 찾을 수 있으니, 孟子 ｢盡心 上｣에서 “그 
마음을 다하면 그 性을 알 수 있다. 그 性을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
性, 則知天矣)”라고 일컫듯이, 心性과 하늘 사이에는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 
관한 개념 이외에도, 論語와 孟子에서 인용한 詩와 書 가운데는 ‘上帝’라는 단어가 출현
한다. 孔孟의 문헌에 이미 上帝라는 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산의 논설 역시 ‘상제’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태어나면 욕심이 없을 수 없으니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못된[放辟邪侈] 행위를 하지 않음이 
없다. 이미 그러하나 백성이 감히 드러내어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조심하기[戒愼] 때문이며 두
려워하기[恐懼] 때문이다. 누구를 조심하는 것인가? 위에는 법관이 있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위에 임금이 있어서 엄벌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진실로 위에 君長이 없
는 것을 안다면 누군들 못된 짓을 하지 않겠는가! …… 군자가 暗室에 거처하면서 두려워하며[戰戰
栗栗] 감히 악한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위로 상제가 그를 굽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이다.25)25)

하늘의 주재자는 上帝가 되니, 그것을 天이라고 하는 것은 國君을 단지 國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감히 손가락질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 푸른 유형의 하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붕처럼 덮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등급도 土地·水·火와 똑같은 등급이 되는데 지
나지 않으니, 어찌 우리의 性과 道의 근본이겠는가? 太極圖의 한 둥근 동그라미는 六經에 보이
지 않으니, 이는 靈적인 물건인가? 아니면 아무런 지각도 없는 물건인가? 텅 비어 있는 불가사
의한 것인가? 무릇 천하에 형체(또는 靈)가 없는 물건은 주재자가 될 수 없다. …… 옛 성인들
이 하늘을 말할 적에 그와 같이 진실되고 분명하였는데, 지금의 사람들이 하늘을 말할 적에는 
이와 같이 아득하고 황홀하니 어찌 알 수 있겠는가? …… 만약 “一바一陽之謂道”를 易傳에 근
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天道를 말한 것이지 人道는 아니며, 易道를 말한 것이지 天道는 아
니니, 어찌 우리의 率性之道를 一바一陽에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26)26)

위에서 인용한 다산의 두 단락의 글은 원시유학의 상제사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인가? 이에 관
25) 中庸自箴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182-183 쪽) : “民之生也, 不能無慾, 循其慾而充之, 放辟邪

侈無不爲. 已然民不敢顯而犯之者, 以戒愼也, 以恐懼也. 孰戒愼也? 上有官執法也. 孰恐懼也? 上有君能誅
殛之. 苟知其上無君長, 其誰不爲放辟邪侈者乎! …… 君子處暗室之中, 戰戰栗栗, 不敢爲惡, 知其上有上帝
臨汝也.”

26)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568-569 쪽) : “天之主宰爲上帝, 其謂之天者, 獨國君之稱
國, 不敢斥言之意也. 彼蒼蒼有形之天, 在吾人不過爲屋宇帲幪, 其品級不過與土地水火平爲一等, 豈吾人性
道之本乎? 太極圖上一圓圈, 不見六經, 是有靈之物乎? 抑無知之物乎? 將空空蕩蕩, 不可思議乎? 凡天下無
形之物, 不能爲主宰. …… 先聖言天, 若彼眞切分明, 今之言天, 若是其瀃芒恍忽, 豈可知耶? …… 若云‘一
바一陽之謂道’本之易傳, 則是言天道不是人道, 是言易道不是天道, 豈可以吾人率性之道歸於一바一陽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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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반드시 상제의 개념이 선진유학의 이론 중에 어떠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서 정하여야만 한다. 論語에서 언급되는 형이상학적 실체라는 의미를 갖는 天은 대부분 고
대의 종교의식을 근거로 한 것으로 근거 없는 빈말도 있다. 예를 들면, 논어 ｢述而｣에서 언급
한 “하늘이 덕을 나에게 주었는데,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라는 
구절은, 그 의미가 단지 ‘공자의 덕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일 뿐, 공자가 만물을 창생하는 형이상학적 실체가 있다고 이해한 구절로 인용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공자가 말한 天은 다분히 허상적인 말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論語 ｢公冶長｣에서 
子貢이 말한 “공자께서 性과 天道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들어 볼 수 없었다(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라는 견해가 있게 되는 것이다.

孟子에 관하여 말하자면, 맹자는 비록 (이와 같은 하늘에 관한) 설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
나, 그 문맥에 의거해 보면, 분명 盡心으로 知天에 이른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天’은 단지 ‘心
性’으로부터 연역되어 나온 관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天’은 心性과 떨어져 독립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天’ 자체는 또한 ‘實有性’이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심성론적인 체계에서 
天 혹은 上帝는 단지 그 아래 단계의 관념일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정황은 天主實義에서의 
논설과 서로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를 분명히 변별할 수 있다. 天主實義의 첫 편 ‘천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안정되게 기르는 것을 주재함(論天主始制天地萬物, 而主宰安養之)’에서는 ‘天主’
를 최고의 실재자로 보고 있으며 心性을 그 아래 단계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으니, “천주가 천지
를 개벽하고 백성과 만물을 낳았다”27)라는27)점은 분명히 우선적으로 긍정되는 점이다. 이와 상대
적으로 말하자면, 선진유학에는 비록 天이나 上帝의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신화나 논
설을 고찰해보면, 실제로는 창세기 신화나 상제가 만물을 창조하여 이를 주재한다고 보는 견해
는 없다. 그러므로 유학에서 말하는 天賦之性이 표방하는 의미는, 단지 마음에 欲樂이 있다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서 그 연원은 사람의 지혜로 궁구해낼 수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
여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상제가 사람에게 天性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만물을 사용하고 상제
를 받들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茶山의 입장은 天主實義적인 西學의 입장인가? 아니면 선진유가의 심성론적인 입장인가? 이
와 관련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시할 수 있다. 다산은 우주론적 의미를 갖는 이기론을 
반대하였으므로, “천지만물 가운데 無形者, 有形者, 靈明者, 頑蠢者 들을 하나의 이치[理]로 귀결
(天地萬物無形者, 有形者, 靈明者, 頑蠢者竝歸之一理”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설마 사실
적인 입장에서 天主가 만물을 기르고 주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악을 행하게 방임하였겠
는가? 라는 문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주론적인 
理氣說 혹은 형이상학적인 실체적 의미를 갖는 천주신앙을 막론하고 이론상 모두 서로 비슷한 
27) 天主實義, pp.64-66. : “天主開闢天地, 降生民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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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갖고 있다. 이기설은 사람과 만물이 그 기품에 따라 활동하는데 어떻게 善과 惡이라는 
가치의 높음과 낮음이 있게 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天主說 또한 천주
가 만물을 주재하는데 또한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태에 처하
게 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대답할 수 없다. 이기설과 천주설이 서로 비슷한 점은, 이 두 가지
가 모두 ‘天道觀’을 최고의 관념으로 보는 이론 구조이다. 가령 다산이 ‘原罪論’이 생략된 天主
實義에 관하여 의혹이 없었다고 한다면, 人道 및 實踐의 문제를 연구한 다산의 입장에서 말하
자면, 그가 어떠한 입장에서 이기론은 易道적이며 天道적인 사상이며 人道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인가?

그 다음으로, 西學 중의 上帝와 鬼神은 분명히 같은 개념이 아니니, 이는 上帝가 일체의 실체
를 초월한다고 하는데 연고가 있다. 그러나 선진유학에서의 귀신과 상제는 함께 논의될 수 있으
니, 이는 유학에서 논의되는 상제와 귀신은 최종의 초월적 실체를 지칭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람의 道心이 비록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는 없지만 道心은 감찰하
고 관조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上帝 혹은 鬼神의 다스리는 기능과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
한 것이었다. 다산의 해석 가운데에는 西學에서 일컫는 上帝의 의미가 있는가? 이와 관련된 글
을 살펴보면, 다산의 견해는 선진유학의 논법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아래의 인용문에
서 보이는 바와 같다.

볼 수 없는 바란 무엇인가? 하늘의 體이다. 들을 수 없는 바는 무엇인가? 하늘의 소리이다. 어찌
하여 그런 줄을 아는가? 經에 말하기를, “鬼神의 德 됨됨이는 盛하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
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만물의 體가 되어 빠뜨림이 없으니,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니[齋明承祭], 넘실넘실 그 위에 계신 듯하고 그 좌우에 계신 듯하다”
라고 하였으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天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 군자가 暗室
에 있으면서 두려워하며 감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는 上帝가 그를 굽어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28)28)

道心과 天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없으니, 하늘이 나에게 儆告함은 우뢰나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자신의 마음에서 간절하게 경계의 말을 알려주는 것이다. 만일 일각이라도 갑
자기 사람에게 손상을 끼치고 만물을 해치려는 마음이 싹트게 되면 문득 한편에서 온화한 말로 저
지하려는 것이 있다. “잘못은 모두 너 때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와 네가 
만일 말끔히 잊는다면 어찌 네 덕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진실로 귀 기울여 듣는다면 희미하

28) 中庸自箴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182쪽) : “箴曰: 所不睹者何也? 天之體也. 所不聞者何也? 
天之聲也. 何以知其然也? 經曰, ‘鬼神之爲德, 其盛矣乎!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體物而不可遺, 使天下之
人齋明承祭,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 不睹不聞者, 非天而何? …… 君子處暗室之中, 戰戰栗栗, 不敢
爲惡, 知其上有上帝臨汝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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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뚜렷이 들을 수 있으니, 모름지기 이 말이 빛나고 빛난 天命임을 알아서 이를 따라 순종하
면 善이 되고 상서로운 것이 되지만, 태만하여 어기게 되면 惡이 되고 재앙이 된다. 君子의 戒愼恐
懼는 오르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하늘의 靈明함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 통하여 있으니, 숨어 
있으나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미세하되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어, 거처하는 그 집을 굽어보며 나날
이 감시함이 있으니, 사람이 진실로 이를 안다면, 비록 대담한 사람이더라도 戒愼恐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29)29)

茶山이 일컫는 ‘天’에는 비록 ‘上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天之主宰爲上帝, 其謂之天者, 獨
國君之稱國, 不敢斥言之意也), 위의 두 단락의 인용문을 근거로 한다면, 다산 역시 道心과 上帝 
및 鬼神을 서로 같은 작용을 하는 주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의 견해는 天主實義와 
확연히 다르니, 天主實義에서는 ‘천지귀신 및 사람의 영혼은 동일한 류’로서 모두 天主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天主實義에서는 ‘無始無終’의 上帝와 ‘有始無終者’인 
天, 地, 鬼神, 靈魂(道心)을 서로 비교될 수 없다.30)30)또한 선진유학에서 언급되는 上帝는 형이상
학적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하늘 혹은 상제의 관계는 天主實義에서 언
급되는 “간절하게 바라기를 부모에게 하듯 한다(籲哀望救, 如望父母)”31)는31)관계일 수 없으며, 修
德과 愼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또한 天主實義에서 언급되는 “육신 배후의 만세의 안락을 바
라다(圖身後萬世之安樂也)”32)라는32)것과도 다르다. 이러한 문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다산이 
언급한 상제는 天主實義에서 언급되는 創生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茶山이 언급한 上帝는 創生의 天主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이론 중에서 가장 최고의 
관념은 ‘上帝’가 아니며, ‘心性’에 의해 드러나는 ‘主宰性’ 혹은 ‘主體性’이다. 다음은 中庸講義에 
보이는 ‘知天’에 관한 다산의 해석이다.

中庸의 道는 知天을 우선하여야 할 첫 공부로 삼기 때문에, 知天이라는 의의는 반드시 먼저 德
性을 높이고 博厚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高明을 극진히 하는 데 있다.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반

29) 中庸自箴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183-184쪽) : “道心與天命不可分作兩段看, 天之儆告我者, 
不以雷不以風, 密密從自己心上丁寧告戒. 假如一刻, 驀有傷人害物之志萌動出來時, 覺得一邊有溫言以止之
者, 曰, ‘咎皆由汝, 何可怨. 彼汝若釋然, 豈非汝德’. 丁寧諦聽, 無所熹微, 須知此乃是赫赫之天命, 循而順之
則爲善爲祥, 慢而違之則爲惡爲殃. 君子之戒愼恐懼, 亶在此也. …… 天之靈明直通入心, 無隱不察, 無微不
燭, 照臨此室, 日監在茲, 人苟知此, 雖有大膽者, 不能不戒愼恐懼矣.”

30) 天主實義 p.82 및 p.94 : “天主之稱, 謂之原, 如謂有所由生, 則非天主也. 物之有始有終者, 鳥獸草木是
也. 有始無終者, 天地鬼神及人之靈魂也. 天主則無始無終, 而爲萬物始焉, 爲萬物根抵焉. 無天主則無物矣. 
物由天主生, 而天主無所由生也.” “今吾欲擬指天主何物, 曰‘非天也, 非地也, 而其高明博厚較天地猶甚也. 
非鬼神也, 而其神靈鬼神不啻也. 非人也, 而遐邁聖睿也. 非所謂道德也, 而爲道德之源也.”

31) 天主實義 p.72 : “今天下萬國各有自然之誠情, 莫相告諭而敬一上尊. 被難者籲哀望救, 如望父母焉. 爲惡
者捫心驚懼, 如懼一敵國焉.”

32) 天主實義 p.68 : “能不持今世之苦勞, 以專精修道, 圖身後萬世之安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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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먼저 問學을 하여 정밀하고 세미한 부분에까지 들어간 연후에라야 中庸의 道를 실천할 수 있
다.33)33)

茶山이 언급하고 있듯이, “知天의 의의란 반드시 먼저 德性을 높이는 것으로써 하며, 실천하
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학문으로써 한다(知天之義, 必先尊德性. 踐跡之法, 必先以問學)”는 말을 
살펴볼 때, 知天이란 德性의 수양에 따른 결과이며, 결코 수양의 전제라든가 혹은 기초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법은 다산의 ‘實學’적 경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산은 결코 정면적으
로 ‘天道’, ‘天理’, ‘上帝’의 실재성을 논하지 않았으며 단지 ‘心性’으로부터 연역되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이론체계는 심성론적 체계에 가까우며, 주자의 우주론 체계 및 天主
實義의 형이상학 체계와도 구별된다.

4. 다산의 이론에 있어서 性三品說의 위치
다산이 언급한 ‘性三品’의 설은, “草木의 性은 生이 있으나 覺이 없으며, 禽獸의 性은 生도 있

고 覺도 있다. 우리의 性은 生도 覺도 있으며 또한 靈하고도34)善하다”34)라는 견해이다. 性三品說
의 이론적 지위는 어떠한가? 만일 다산의 西學적 영향을 강조한다면,35)35)다산의 이 설은 星湖 李
瀷(1681-1763)의 信西派의 ‘三心說’적인 학통을 이어받은 것이며,36)36)마테오리치의 天主實義 중
의 ‘魂三品說’37)로부터37)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다산이 西學의 영향을 받은 점은 그가 사용하는 
말을 통하여 그 한 두 가지를 대략 살펴볼 수 있으니, 예를 들면 그가 ‘心’, ‘神’, ‘靈’, ‘魂’ 등을 

33) 中庸講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343쪽) : “中庸之道以知天爲首功, 故其於知天之義, 必先尊
德性, 致博厚而極高明. 其於踐跡之法, 必先以問學, 入之精微, 然後由之以中庸之道.”

34) 中庸講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329쪽) : “草木之性, 有生而無覺. 禽獸之性, 旣生而又覺. 
吾人之性, 旣生旣覺又靈又善.”

35) 鄭仁在는 ｢西學與茶山的‘性嗜好’學說｣에서 “李瀷은 天主實義의 靈魂三分說의 영향을 받아 心說을 
지었다. 다산은 또한 李瀷의 ‘三心說’을 ‘三性說’로 진일보 발전시켰다”라고 하였다. 東亞視域中的茶山
學與朝鮮儒學, p.201.

36) 李瀷의 ‘三心說’은 그의 ｢雜著｣ ｢心說｣(星湖先生全集, 서울, 京仁文化社, 1974年, 下冊, 卷41, p.108)
에 보인다. “論心不一, 有曰草木之心, 有曰人物之心, 有曰天地之心, 心則同而有不同者存何也? 彼頑然土
石謂之無心, 至於草木生長衰落, 若有心然者而無知覺, 只可道生長之心而已矣. 禽獸之有生長之心, 則固與
草木同, 而又有所謂知覺之心. 夫禽獸生而長而老而死, 是其一支體一毛羽, 得養而充, 傷缺復完, 是於草木
之心無少異也, 而與知覺不相干. 知覺者, 知寒覺暖, 欲生惡死之類是也. …… 至於人, 其有生長及知覺之心, 
固與禽獸同, 而又有所謂義理之心者.”

37) 天主實義 第3篇, ｢論人魂不滅, 大異禽獸｣, p.144. : “彼世界之魂, 有三品. 下品名曰生魂, 卽草木之魂是
也. …… 中品名曰覺魂, 則禽獸之魂也. …… 上品名曰靈魂, 卽人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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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虛靈知覺’하는 ‘人’에 存有함을 보여준다고 여긴 점이다.38)38)‘魂’자를 주제어로 예시하는 것은 
西學을 수용한 결과이기는 하나, 다산의 이론은 서학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서로 
같다라는 점에 연유하여 결론을 속단할 수는 없다.

다산의 글을 다시 살펴보자면, 性三品說에는 李瀷의 ‘三心說’ 및 마테오리치의 ‘魂三品說’의 영
향을 받은 점이 있는 듯하지만, 그의 논법에는 또한 荀子 및 孟子적인 연원도 있다. 예를 
들면, 荀子 ｢王制｣에서 “水火에는 氣는 있지만 生이 없고, 草木에는 生은 있으나 知가 없으며, 
禽獸에는 知는 있으나 義가 없고, 사람에게는 氣가 있으며 生이 있고 知가 있으며 또한 義도 있
으니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
義, 人有氣有生有知, 亦且有義, 故最爲天下貴也)”라고 하였듯이, 다산은 이 말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논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氣質의 욕망은 비록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그것을 人之性이라고 이
름붙일 수는 없다. 어째서인가? 물건의 품성에는 네 등급이 있는데, 荀子에서는 “水火에는 氣가 
있지만 生이 없고, 艸木에는 生은 있지만 知가 없으며, 禽獸에는 知는 있으나 義가 없고, 사람에게
는 氣가 있으며 生이 있고 知가 있으며 義도 있으니 이것이 존귀한 품류가 되는 까닭이다”라고 하
였다. 이제 艸木에 관하여 논하자면, 분명히 形質이 있고 또한 살아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살아 있
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形質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또한 禽獸를 논하자면, 분명히 
살아 있으면서 운동도 지각도 있으나, 반드시 운동과 지각으로 말하는 것은 운동과 지각이 (단순히) 
살아 있는 것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이 비록 운동과 지각을 가지고 있으나 운동과 지각하
는 것 위에 또한 道義의 마음이 있어서 主宰를 하니 人性이라는 것은 道義를 주로 하는 것이지 어
찌 운동과 지각을 겸하여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艸木에 관하여 논하자면, 단순히 살아 있는 性만
을 말하였다고 하여 미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에 관하여 논하자면, 단지 道義의 性만을 말하
였다고 하여 어찌 미비하다고 말하겠는가?39)39)

다산의 글을 고찰해보면, 다산은 荀子 논법 중의 ‘(水火의 氣를 생략하였는데, 荀子의 氣는 
理氣의 氣가 아니다) 生, 知(動覺), 義(道義之心)’와 그의 性三品說 중의 ‘生, 覺, 靈, 善’에 어떠한 
38) 大學講義 卷2, ｢心性總義｣(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141-142쪽) : “神形妙合乃成爲人, 故其在古經

總名曰身, 亦名曰己. 而其所謂虛靈知覺者, 未有一字之專稱, 後世欲分而言之者, 或假借他字, 或連屬數字
曰心曰神曰靈曰魂, 皆假借之言也. 孟子以無形者爲大體, 有形者爲小體, 佛氏以無形者爲法身, 有形者爲色
身, 皆連屬之言也.”

39)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539쪽) : “大抵氣質之慾雖人所固有, 而萬不可名之曰人之
性, 何也? 物之品有四等, 荀子曰, ‘水火有氣而無生, 艸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知有氣有生
有知有義, 斯其所以爲尊品也.’ 今論艸木之身, 明有形質, 亦有生活, 然必以生活言之者, 生活貴於形質也. 
又論禽獸之身, 明有生活亦有動覺, 然必以動覺言之者, 動覺貴於生活也. 人身雖有動覺, 乃於動覺之上, 又
有道義之心爲之主宰, 則人性者主於道義, 可兼言動覺可乎? 論艸木者單言生活之性, 不可曰未備. 論人者, 
單言道義之性, 何以謂之未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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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은 것 같다.
다산은 맹자의 설과는 다른 순자의 설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테오리치의 견해

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이른바 性分品說의 가장 기본적인 의
미는 맹자가 말한 사람과 금수의 분별에 있으며, 논의된 水火 및 草木은 결코 주요 의미의 소재
처가 아니다. 그러므로 道義 혹은 靈善을 사람의 특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학
설을 막론하고 모두 반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만일 진일보적으로 性分品說에 관한 사상가들의 
견해를 논단해 보려면, 응당 道義나 靈善의 연원이나, 혹은 사람에게 道義의 마음이 있는지를 어
떻게 논증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를 문제삼아야 한다. 맹자와 순자를 예로 들자면, 맹자가 논
한 心과 性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말한 것으로, 다산이 ‘性’을 ‘心所嗜好’로 보는 것 또한 
맹자가 일반적으로 心性을 합하여 논하는 입장과 동일하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荀子가 주장하
는 性惡은 그 ‘虛靜解蔽之心’이 性惡의 性과 분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환원하여 말하자
면, 맹자 및 다산은 道義의 연원을 心의 所好하는 性으로 여기는 것이고, 순자는 道義의 연원과 
‘性’은 무관하며 ‘心’의 虛壹하면서 靜한 것으로부터 유래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보고 있다.

다산은 부지불식간에 토마스 아퀴나스 혹은 마테오리치의 영혼설을 흡수하고 아울러 발전시
키지는 않았는가? 이 문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이론형태에 서로 동일한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보
아야만 한다. 사람의 영혼과 동물의 감각하는 힘[覺魂]과의 차이에 관한 마테오리치의 논설의 요
점은 다음과 같다.

한 사물의 생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진다. 만일 사람인 경우에는 두 가지 마음을 겸하니 獸心
과 人心이 이것이며, 또한 두 가지 性을 가지니 하나는 形性이고 다른 하나는 神性이다. 그러므로 
모든 情이 서로 등지게 되는 것도 또한 발현한 性이 서로 등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 사람이 一
心, 一事, 一時, 一事에 두 가지 情이 서로 등져 설 수밖에 없으니, 예를 들면 눈은 一時에 한 사물
만을 볼 수 없으며 또한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 …… 이 때문에 두 가지의 서로 어긋나는 情은 반
드시 두 가지의 서로 등진 마음으로부터 연유하며, 두 가지의 서로 어긋나는 마음은 반드시 두 가
지의 서로 등진 性으로부터 말미암는다.40)40)

생물의 好惡하는 바는 항상 그 性과 병칭된다. 그러므로 형체에 따른 性은 오직 형체에 따라
서 性이 好惡하는 것이며, 형체를 초월한 性은 형체가 없는 일에 好惡하는 것이다.

40) 天主實義 第3篇, ｢論人魂不滅, 大異禽獸｣, p.150. : “一物之生, 惟得一心. 若人, 則兼有二心, 獸心人心
是也. 則亦有二性, 一乃形性, 一乃神性也. 故舉凡情之相背, 亦由所發之性相背焉. …… 人于一心一事一時
一事, 不得兩情相背竝立. 如目也, 不能一時覩一物, 而竝不覩之也. …… 是以兩相悖之情, 必由兩相背之心. 
兩相悖之心, 必由兩相悖之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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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계의 魂에는 三品이 있다. 下品은 生魂이라하니 草木의 魂이 이것이다. 이 혼은 초목에 의
지하여 생장하니 초목이 마르고 시들면 혼 역시 소멸한다. 中品은 覺魂이라 하니 禽獸의 魂이다. 
…… 죽게 되면 혼 역시 없어진다. 上品은 靈魂이라하니 人魂이다. …… 사람의 몸이 비록 죽더라
도 혼은 죽지 않으니 영원불멸한다.41)41)

天主는 또한 이 세상에 사람을 내어 그 마음이 덕행을 정하기를 시험한다. 그러므로 현세라는 
것은 내가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요 오래 거처하는 곳이 아니다. 나의 본 집은 지금의 세상에 있지 
않으며 후세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하늘에 있다.42)42)

위 세 단락의 인용문의 첫 번째 단락은 마테오리치의 三魂說이 心性說로 전환되었음을 드러
내주는 것으로, 人性에는 ‘有形’과 ‘無形’의 兩端이 있으며, 人心에도 또한 ‘人心’과 ‘獸心’의 兩端
이 있다는 것이다. 心과 性을 비교하여 배치하면, ‘人心’은 ‘無形之性’을 포함하며, ‘獸心’은 ‘有形’
의 性을 포함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마테오리치는 “생물이 好惡하는 바는 항상 그 性과 병칭된
다(物類之所好惡, 恒與其性相稱焉)”라고 여기기 때문에, 人性에는 獸性과 神性이 병존하며, 獸性
은 獸心으로 표현되고 神性은 人心으로 표현된다. 그의 견해에는 하나의 작용에 하나의 본체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다산의 견해와 같지 않다. 다산은 하나의 작
용에 하나의 본체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두 종류의 性이나 두 종류의 心의 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체에 여러 종류의 작용이 있다라는 측면으로부터 ‘一心’을 설명하고43)있다.43) 다
산은 ‘一心’에 ‘仁心’, ‘惠心’, ‘爭心’, ‘機心’ 등의 표현이 있다고 보았으며, 특별히 ‘人心’과 ‘道心’ 또
한 단지 一心의 표현임을 강조하여, “이러한 점 때문에 마음이 두 가지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不必以此疑心之有二也)”44)라고44)하였다.

茶山은 비록 ‘二志之說’에서,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의지가 상반되면서도 일시에 함께 일
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人과 鬼의 관계이며 善과 惡의 기미이니, 人心과 道心이 교전하여 
欲이 이기느냐 義가 이기느냐의 판결이 된다”45)라고45)여기고 있으나, 이른바 ‘志’라는 것은 ‘心之所
41) 天主實義 第3篇, ｢論人魂不滅, 大異禽獸｣, p.144. : “彼世界之魂, 有三品. 下品名曰生魂, 卽草木之魂是

也. 此魂扶草木以生長, 草木枯萎, 魂亦消滅. 中品名曰覺魂, 則禽獸之魂也. …… 至死而魂亦滅焉. 上品名
曰靈魂, 卽人魂也. …… 人身雖死, 而魂非死, 蓋永存不滅者焉.”

42) 天主實義 第3篇, ｢論人魂不滅, 大異禽獸｣, p.140. : “天主亦置人于本世, 以試其心而定德行也, 故現世
者, 吾所僑寓, 非長久居也. 吾本家室, 不在今世, 在後世. 不在人, 在天.”

43) 孟子要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409쪽) : “生於其心者, 言也. 害於其政者, 亦言也. 政, 大
事也. 事, 小政也. 詖淫之言, 生於其蔽받之心, 以害其政事, 此所謂一心爲萬物之本也.”

44) 大學講義 卷2, ｢心性總義｣(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141-142쪽) : “心也, 神形妙合, 其發用處, 皆
與血氣相須. 於是假借血氣之所主, 以爲內衷之通稱, 非謂此鑿七竅而懸如柿者, 卽吾內衷也. 故衷之內篤曰
‘歡心’, 其篤愛者謂之‘仁心’, 其樂施者謂之‘惠心’, 欲爭奪者謂之‘爭心’, 設機巧者謂之‘機心’. 然則人心道心亦
當與난文同例, 不必以此疑心之有二也.”

45)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574쪽) : “人恒有二志相反而一時竝發者, 此乃人鬼之關,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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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이나 ‘心之所之’를 가리킬 뿐이며,46)46)‘心’ 자체는 아니므로, ‘二志’라는 설은 결코 ‘道心’과 ‘人心’
을 두 가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一心을 둘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의 주요한 의미는, 마
음이 욕망을 따르던지 혹은 의리를 따르던지 모두 一心의 결단과 선택임을 강조하는 데 있으니, 
이로부터 ‘心’에 ‘주체적 자유’가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는 드러날 수 있게 된다.

茶山은 비단 心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性에는 
또한 마테오리치가 말하는 두 가지의 性도 없다. 孟子 ｢盡心 下｣의 “입이 맛에 있어서와 눈이 
색깔에 있어서와 귀가 음악에 있어서와 코가 냄새에 있어서와 四肢가 安佚에 있어서는 性이나 
命에 달려 있음으로 君子는 이것을 性이라 일컫지 않는다. 仁이 父子간에 있어서와 義가 君臣간
에 있어서와 禮가 賓主간에 있어서와 知가 賢者에 있어서와 聖人이 天道에 있어서는 命이나 性
에 달려 있음으로 君子는 命이라 일컫지 않는다”47)라는47)견해에 기초하자면, 다산은 좋은 맛과 아
름다운 색깔과 五音과 芬香과 安佚은 비록 人性이 욕구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欲樂을 획득하려 
한다면 나에 의한 결정이 객관적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군자는 이러한 욕망을 이른바 ‘性’이
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군자가 말하는 ‘性’은 “부자와 군신간의 윤리이며, 손님을 공경
하고 어진이를 높이는 법이며, 天道를 흠모하고 숭상하는 誠(父子君臣之倫, 敬賓尊賢之法, 欽崇
天道之誠)”을 가리키며, 이러한 일련의 것들은 시간에 따라 기회를 만나게 되는 등의 객관적 요
소에 의해 바뀔 수가 없는 天性이다.48)48)바꾸어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비록 ‘운동과 지각[動覺]’의 
性이 있으나, 운동과 지각의 성은 사람의 가치가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人性
은 운동과 지각 위의 道義之心을 가리켜야만 하며 운동과 지각을 포함하여 말할 수는49)없다.49) 
다산은 草木의 性을 논할 때에는 ‘生活之性’을 운용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性을 논할 때에는 당연히 ‘道義之性’을 운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性의 分品
說은 그 목적이 草木·禽獸와 사람간의 서로 다른 곳을 구별하려는 데 있지, 사람과 草木·禽獸

惡之幾, 人心道心之交戰, 欲勝義勝之判決.”
46) 孟子要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403쪽) : “但志者, 心之所之, 此固然矣. …… 凡喜怒哀懼

之發, 皆心發爲志.”
47) 孟子 ｢盡心 下｣ :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之於安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知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
焉, 君子不謂命也.”(역자 주)

48)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592-593쪽), 趙歧의 注. : “美味美色五音芬香安佚, 皆人性
之所欲也, 得居此樂者有命祿, 人不能皆如其願, 故君子不謂之性也.” 茶山은 趙歧의 注가 “純熟無病, 恐不
可輕改”하다고 여겼으며, 또한 “父子君臣之倫, 敬賓尊賢之法, 欽崇天道之誠, 皆出於天性, 不可以所遇之不
同而有所改易, 故君子不謂命也.”라고 하였다.

49) 위에 인용된 다산이 논한 순자의 日物之品에 네 종류가 있다는 견해는, 즉 “人身雖有動覺, 乃於動覺之
上, 又有道義之心爲之主宰, 則人性者主於道義, 可兼言動覺可乎?”라는 언급 이외에 “大抵人之所以知覺運
動趨於食色者與禽獸毫無所異, 惟其道心所發無形無質, 靈明通慧者寓於氣質以爲主宰. 故粵自上古, 已有人
心道心之說, 人心者氣質之所發也, 道心者道義之所發也. 人則可有此二心, 若禽獸本所受氣質之性而已, 除
此一性之外, 又安有超形之性寓於其體乎? 氣質之性卽其本然也, 然孟子所言者道義之性也.”라고도 언급하
고 있다.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531-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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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려는 데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性에 관한 다산의 논설은 마테오리치가 언급한 二性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논한 ‘性在道義之心’ 혹은 ‘心好於道義’와 마테오리치 간에도 또한 다름이 있다. ‘形性’과 ‘神性’을 
구별하는 이외에도 마테오리치는 또한 神性(靈魂, 人魂)의 ‘영원불멸[永存不滅]’을 강조하고 있으
니, 이러한 견해는 사람이 죽은 후에 상제의 賞善罰惡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50)50)그러므로 마테오리치의 人性 혹은 心性說은, 상제가 사람이 금수적인 이 
세상에 거처하면서 ‘그 마음이 덕행을 결정하는가를 시험하여(試其心而定德行)’ 사람이 ‘後世’에 
어느 곳에 거처할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만일 다산이 주자의 
窮理知性이 ‘事親, 敬長, 忠君, 牧民, 禮樂, 刑政, 軍旅, 財賦, 實踐, 實用之學’에 힘쓰지 않게 할 
수 있어서 ‘고원하고 실용적이지 않는데 가깝다(近於高遠無實)’51)라고51)여기게 된 것이라면, 마테
오리치의 ‘後世’설은 더욱 ‘고원하고 실용적이지 않는 것(高遠無實)’이 되지 않겠는가?

위의 글은 性分品說과 서로 비슷한 점에 관한 토론이지, 결코 영향을 받은 점을 논증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同異 문제는 응당 이론형태상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산은 
주체를 강조하는 의미의 心性論을 주장하였으므로, ‘형이상학’에 관한 문제는 모두 주체의 활동을 
통하여서 입론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른바 知天이란 다산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德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으로, 모두 실천적 활동 중에서 증명되는 앎이지 지식활동의 유추나 혹은 신앙활동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생각건대, 이 장(‘盡其心者知其性’)은 즉 ‘안 뒤에 실천하고(知然後行)’ ‘실천한 뒤에 안다(行
然後知)’는 뜻입니다. 처음의 한 절은 이와 같이 공부를 하면 그 공효가 반드시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이는 ‘실천한 뒤에 안다(行然後知)’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절은 공효가 이와 같은 줄 
알았으면 그 공부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는  ‘안 뒤에 실천한다(知然後行)’라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性을 알면 性을 기르고, 性을 기르면 性을 알게 되며, 天을 알게 되면 天을 섬기게 
되고, 天을 섬기게 되면 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52)52)

위의 인용문 중, 다산은 문장의 의미에 의거하여 ‘실천한 뒤에 앎(行然後知)’을 말하고 그런 
후에 ‘안 뒤에 실천함(知然後行)’을 말하였으니, 여기서 ‘知’의 활동은 ‘行(實踐)’ 위에서 건립되며 
50) 天主實義 第3篇, ｢論人魂不滅, 大異禽獸｣, p.164. : “若魂因身終而滅, 天主安得而賞罰之哉?”
51)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564쪽) : “所謂性者, 欲知吾性之能樂善恥惡, 一念之萠, 察

其善惡, 以率以修以達天德也. 若以理爲性, 以窮理爲知性, 以知理之所徙出爲知天, 遂以知理之所從出爲盡
心. 則吾人一生事業, 推有窮理一事而已, 窮理將何所用矣夫! …… 畢生窮此理而知此性, 仍於事親敬長忠君
牧民禮樂刑政軍旅財賦實踐實用之學不無小缺欠. 知性知天或近於高遠無實乎, 先聖之學, 斷不如此.”

52)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656쪽) : “臣謂此章(‘盡其心者知其性’), 卽‘知然後行’‘行然後
知’之意也. 首一節是先言如是用工, 則其功效必如是, 此‘行然後知’也. 次一節是旣知功效如是, 則其用工當如
是, 此‘知然後行’也. 故知性則養性, 養性則知性. 知天則事天, 事天則知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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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行’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일 다산의 이러한 논의에 의거한다면, 사람의 
‘後世’란 ‘行’이나 ‘앎이 있다(有知)’고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은 무형의 靈明에 의향을 두고 실천적인 활동을 통하여 靈明을 파악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靈明에 관한 진일보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결국 죽게 되고, ‘永存不滅’의 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의 靈明이 ‘永存
不滅’하느냐의 문제 또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다산이 영혼불멸에 동의할 수 있다는 주장은 “氣에 生滅聚散이 있으니, 다산은 靈明한 마음을 
氣라고 여기지 않았으니, 靈明한 마음은 生滅도 聚散도 없다”53)는53)점을 추론한 것이다. 이러한 
논법의 착오는 “다산학을 다산이 반대한 이기론 중으로 돌려놓은 데에 있다.” 다산에게 형이상학
으로서의 ‘氣化宇宙論’이 있는가를 증명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추론은 논증될 수 없다. 이를 통하
여 알 수 있듯이, 다산학 중에는 간혹 서학의 영향도 있지만, 그 이론 형태 및 주요 관념은 모
두 서학과 부합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계승적인 관계를 통하여 다산과 서학과의 관계를 논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채택되어질 수 있는 매우 신중한 태도일 것이다.

5. 결론 : 孟子 心性論으로의 회귀로서 茶山의 人性論
앞의 몇 장에 걸친 토론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다산은 주자의 이기론을 전복하였으며 그가 견

지한 입장은 선진 맹자의 심성론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다산과 맹자의 견해가 어떻
게 다른가를 말한다면, 아마도 맹자는 仁義로 性을 말하였고 茶山은 嗜好로 性을 말한 것에 단
지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다산과 맹자의 견해에는 작은 차이가 있으나, 이를 추론
하여 두 사람 견해의 차이를 논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다산은 자신과 맹자의 性에 관한 논의
가 다르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四心은 人性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며, 四德은 四心을 확충한 것이다. 확충하는데 이르지 못하
면, 仁義禮智의 이름은 끝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맹자가 이 장에서 곧바로 四心을 四德으로 여
긴 것은, 惻隱之心을 발한 뒤에는 가서 구하지 않음이 없고, 羞惡之心을 발한 뒤에는 의롭지 않은 

53) 鄭仁在는 “다산은 한 편으로 신체의 일부분인 심장을 氣로 여겼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어떻게 靈
明한 心을 氣로 여길 수 있는지를 반문함으로써 주자학의 ‘心統情性說’을 비판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
는 다산이 사람이 사후에 靈明한 魂이 남는다는 즉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일련의 경향이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영혼은 결코 氣의 聚散에 따라 聚散되지 않는다는 다산의 주장을 통하여 그가 西學의 영향
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東亞視域中的茶山學與朝鮮儒學, p.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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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버리지 않음이 없으며, 恭敬之心이 발한 뒤에는 맞이하여 절하지 않음이 없으며, 是非之心이 
발한 뒤에는 시비를 분변하여 밝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이 바로 人性이 본래 善하다는 명
확한 징험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四德을 四心에 붙여 전편과 다르게 하였다. 그러나 仁義禮智는 필
경 일을 행한 후에 성립되니, 만일 마음 속에 있는 이치라고 여긴다면 또한 본래의 뜻이 아니다.54)54)

孟子 ｢告子 上｣의 ‘公都子章’에서는 “惻隱之心은 仁이요, 羞惡之心은 義요, 恭敬之心은 禮며, 
是非之心은 智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은 맹자가 ‘惻隱, 羞惡, 恭敬, 是非’의 四心을 ‘仁, 義, 禮, 
智’의 四德으로 여기는 논법이 분명 정확하지 않다고 여겼다. 四心을 四德으로 여기는 것은 비단 
사람들로 하여금 ‘四德’을 ‘四心’에 내재한 理로 잘못 오인하기가 쉽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四德은 四心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다산이 맹자의 말에 문장구조상 모순이 있다고는 여겼으나, 그는 이 단락의 문장
이 ‘동정적으로 이해’되기를 바라였다. 다산은 맹자가 四心을 四德으로 보는 견해의 의미는 그 
중심이 “四心이 발하면 반드시 四德이 있다(四心所發 必有四德)”는 데에 있지, “四心은 四德이 된
다(四心卽爲四德)”라는 점에 있지는 않다고 여겼다. 茶山이 강조하고 있는 맹자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응당 그 앞 편인 ｢공손추｣에서 언급한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
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가 위주가 된다. 茶山은 四心을 四德의 단서로 이해하고 있으
니, 이른바 ‘端’이란 ‘始’ 혹은 ‘首’의 의미를 가리키며, “惻隱之心, 仁之端”을 예로 들어 볼 때, 그 
의미는 “惻隱之心이 안에서 발하여 인발됨이 오래되면 즉 仁政을 행할 수 있다”55)라는55)데에 있
다. 이로부터 ‘안에서 발하는(發於內)’ ‘惻隱之心’을 ‘밖에서 완성하는(成於外)’ ‘仁政’의 ‘처음(始)으
로 볼 수 있게 된다.

茶山이 이와 같이 설명하는 의도는 ‘四德’을 ‘四心’의 본체의 理로 보게 되는 것을 모면하려는 
데 있으니, 그가 생각하기에, 만일 착오를 일으켜 四德을 四心의 본체의 理로 여긴다면, ‘本體之
理’는 생명을 부여받은 초기에 이미 결정이 나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克己復禮’의 공부를 설
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산은 마음에 ‘仁義禮智’ 등의 명확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가리키지 않았으며, 반대로 외재적인 ‘仁義禮智’라는 德을 성취하는 관
건으로서의 心의 주체적 작용을 강조하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心에는 本然之理가 없기 때문에 
心에는 ‘主體的自由’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부에 힘쓸 수 있으니, 
공부함으로써 덕성을 성취할 가능성은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심성론에서 ‘주체

54) 孟子要義 卷2(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537쪽) : “四心者人性之所固有也, 四德者四心之所擴充也. 
未及擴充則仁義禮智之名終不可立矣. 然而孟子於此章直以四心爲四德者, 惻隱之心旣發未有不往救也, 羞惡
之心旣發未有不往棄也, 恭敬之心旣發未有不迎拜也, 是非之心旣發未有不辨明也, 此人性本善之明驗. 故孟
子以四德黏著於四心, 與前篇不同. 雖然, 仁義禮智竟成於行事之後, 若以爲在心之理則又非本旨.”

55) 孟子要義 卷1(與猶堂全書 第4冊, 총 면수 415쪽) : “惻隱之心發於內, 引而長之則可以行仁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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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견지하려면 ‘心’ 및 ‘性’의 내용을 다시 정의하여야 했지만, 다산은 이
를 모면하여 단지 ‘嗜好’로 말하였다. 맹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性善’의 ‘善’은 상대적인 의
미상의 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연한 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정
의이다. 다산은 이를 嗜好로 바꾸어 말하였으니, 비단 상대적인 의미상에서 善을 해석하게 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체론적인 善을 本然之理로 여기는 것도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산의 기호설은 비단 맹자의 견해와 저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맹자 심성론의 의미를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다산의 仲兄으로 천주교도인 丁若詮(1758-1816)은 맹자 성선설에 대한 다산의 해석을 찬탄하
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항상 孟子 性善之說에 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니, 맹자가 善을 위주로 한 한 쪽 측
면에서 사람들을 권하였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性자의 의미가 嗜好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
는 구름을 열어 제치자 모두 하늘처럼 환하게 되었고, 맹자 7편 가운데의 허다한 性을 논한 곳이 
얼음이 풀리듯 환연하여 의심이 없게 되었다. 孟子는 진정한 나의 스승이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는가! 오호라! 性이 嗜好라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이 아님이 아니나, 맹자에 근거하여 이 
말을 한 것은 분명 훌륭한 정약용의 손을 기다려서이니, 이는 군자의 높은 안목이 아니라면 그러했
겠으며, 하늘도 그의 이름을 내고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것이니, 아무쪼록 스스로 현명하게 여긴
다고 무어라고 하지 마십시오.56)56)

위에 인용된 丁若詮이 孟子에 대한 다산의 해석을 설명한 글 중에서 孟子와 천주교 교의 
사이에 서로 부합되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가? 문제의 답안은 아마도 그렇게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나, 적어도 다산이 이기론을 비평한 부분은 천주실의의 입장과 같을 것이다. 
다산이 견지한 심성론은 비록 氣化宇宙論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본체론적 입장에서 입론하고 
있지도 않으나, 오히려 하나의 형이상학적 본체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이러
한 주체적인 실천을 통한 天道와 上帝의 뜻을 이해한다는 논법은 비록 천주교 교의와 부합되지
는 않지만, 오히려 천주교 교도들이 이 가운데에서 천주교 교의가 전통적인 도덕사유와 연속될 
수 있는 곳을 찾게 해주었고, 이로부터 전통적인 맹자학은 천주교 교의로 확장될 수 있었다. 丁
若詮의 찬탄은 아마도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이해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산학이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학자는, 아마도 다산학의 현대화와 세계화

56) 巽菴書牘(與猶堂文集, 韓國學中央研究院圖書館藏手抄本) : “常於孟子性善之說不能無疑, 以爲孟子專
主善一邊勸人矣. 及聞性字之義在於嗜好, 則如披雲都天, 七篇中許多論性處, 渙然冰釋, 無復可疑. 孟子眞
吾師也, 何快如之! 嗟呼! 性之爲嗜好, 無人不茶飯說話, 而發此鍵於孟子者, 必待美鏞之手, 此非君眼高而
然, 天欲成君之名, 慳秘而出之, 幸勿自多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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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에 착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듯하지만, 정확하게 다산학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논
의하려면, 정확한 다산학에 관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여기에 다시 서양의 학
술 혹은 세계의 주류적인 학술과 대화를 전개하여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산이 천주교 교의
와 구별되는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
고 해서 다산이 분명히 서학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점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산이 중국
의 각종 유학적 해석 사이에서 그리고 중국과 서양의 학술 사이에서 철학적 논의가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하였다면, 이 또한 그의 독자적인 사색으로 학술적 예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다산이 인성론의 입장에서 맹자의 심성론을 회고하는 것은, 다산이 당시 중국 사상가의 
진수를 뛰어 넘고 있는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산학이 시대의 학문 조류를 다투어 뒤
쫓는 근거 없는 학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주제어 : 정약용, 마테오 리치, 맹자, 조선유학, 인성(人性)

수일(2008. 7. 31), 심사시작일(2008 .8. 25), 게재확정일(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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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g Tasan’s View of Human Nature
 

Tsai Chen-Feng *
57)
An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thought of the 

Korean scholar Jeong Tasan (丁茶山, 1762-1836). Whether it be in terms of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onfucianism or his relation to Western 
scholarship, it is necessary to reference his view of human nature before drawing 
any conclusions. What is unique about Jeong’s view of human nature was his idea 
of seom-gi-ho (性嗜好, nature as preference). Although this innovation on his part 
was commended by a wide range of scholars, it is still an open question whether 
this view stems from the Confucian tradition or a Western tradition. This paper will 
attempt to clarify that issue.

We will argue that from atheoretical perspective, Jeong’s view of human nature is 
distinct both from the one found in Matteo Ricci’s Tianzhu shiyi (天主實義) and the 
one put forward by DaiZhen (戴震, 1723-1777). From this we can see that the 
philosophy of sirhak (實學) advocated by Jeong based on his view of human nature 
represents a native Korean Confucianism different from that found in China. At the 
same time, though, Jeong viewed his thought as a return to “susa learning”(洙泗之
學), an indication that he saw his views as being in line with the thought of 
Confucius and Mencius. In fact, a comparison of Jeong’s thought with Mencius’ 
views of the heart-mind (心) and nature shows that in terms of there theoretical 
positions, the two men belong to the same school of thought. As such, Jeong’s 
view of human nature is, in a sense, an attempt to bypass Zhu Zi (朱子) to get 
back to the original teachings of Mencius.

Key Words : Jeong Yag-yong, Matteo Ricci, Mencius, view of human nature, Korean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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