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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偶性 윤리학으로서의 仁說 ― 丁若鏞과 阮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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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정약용(다산, 1762-1836)은 조선시대의 저명한 사상가이다. 풍부한 저작과 예리한 문제의식으

로 당시 학술계에서 이퇴계와 이율곡 못지않게 중시되었다. 정약용은 동서문화 교류가 빈번하고 
동양 각국의 사상이 집중되는 시기에 활동했고, 그 자신은 학자와 관료를 겸했다. 이러한 요소
들이 섞이고 융합되어 그의 저작들 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의 저작은 출처가 중첩되기(다방면이
기) 때문에 현재 학자들의 관심은 조선유학 연구 중에서 비교적 드물게 보이는 여러 가지 시각
에 있다.

정약용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 총체적으로 분류한다면 ‘실학’과 ‘철학사상’
이 주된 관심이 된다. 李奉珪는 한국의 다산학 연구를 개괄하며 말하기를, “이전의 연구사를 돌
이켜보면 과거의 학자들은 경세론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고, 현재의 연구 중심은 
경학과 과학사의 연관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고1)하였다. 중화권의 연구 실정
은 당연히 한국학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세학에 대한 관심으로부

* 臺灣國立淸華大學 中國語文學系 敎授
1) 李俸珪, ｢韓國學界關於茶山學研究的焦點｣. 黃俊傑 編, 東亞儒學研究的回顧與展望(台北：台灣大學出版

中心，2005)，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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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철학사상으로 바뀌어 가는 이와 같은 추세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철학사상 연구에 있어서 
정약용의 반주자학 사상 및 그와 천주교와의 관계는 아마도 가장 중시되는 논제일 것이다.

정약용은 한국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정립한 反理學의 기치는 매우 분명했다. 이 때
문에 학계의 많은 연구는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 논자도 정약용과 理學 전통 사이의 괴리가 큰 
핵심 개념인 ‘仁’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정약용은 여러 번 “두 사람이 인이다(二人爲仁)”라
는 말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글 쓰는 방식은 매우 단호하기 때문에 그의 인설은 사람들의 주
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정약용의 저서를 소개하거나 그의 경학 혹은 철학을 논의하
는 글에서는 언제나 그의 인설에 대한 논의가 따라 나온다. 그러나 정약용 인설의 의의는 현재
의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욱 크다. 유가사상사에서의 정약용의 위치는 다른 것이 아닌 그의 인설
로부터 결정된 것이다. 논자는 정약용의 그 반리학적 논점이 줄곧 선명하며 논리가 일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세유학사의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의 논점은 많은 부분 先儒를 계승하
고 있으며, 反理學 사조의 맹장이지만 가장 먼저 깃발을 든 陳勝이나 吳廣은 아니다. 그 사상의 
특수성을 이야기 하려면 인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의 인설은 “두 사람이 인이다”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주장은 특별하지만 근거 없는 것
은 아니다. 그 이전에는 錢大昕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2)2)그와 동시기의 대표적 乾嘉學者인 
阮元(1764-1849)은 더 나아가 ‘相人偶’를 주장했다. 정약용과 완원 사이에 분명한 영향관계가 있
었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었고, 그 영향이 서로를 
촉발시킨 것이라는 점은 확신한다. 근본적인 요인은 두 사람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그
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주의자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훈고학적 방법을 통하여 古義를 탐
구했으며, 성리학적인 주석의 영향을 벗어나 공자 또는 六經의 생명세계로 돌아가려 하였다.

정약용과 완원의 인설이 가장 가치 있는 점은 그들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는 것보다는 원
시유가의 의미를 회복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다양성을 추구하고, 타자를 평등하게 보
는 근현대의 관심에 가장 많이 근접한다. 처음과 끝이 순환한다면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返本]
과 새로움을 여는 것[開新]은 함께 있다. 정약용과 완원은 각자의 표현방식으로 새로운 유학의 
영역을 개척했다. 논자는 두 사람의 인설을 ‘相偶性 윤리학’의 형식이라고 칭한다. 아래에서 논자
는 정약용과 완원의 서로 연관된 관점을 순서대로 서술하겠다.

2) 十駕齋養新錄, ｢說文校謁字｣條. 嘉定錢大昕全集(南京：江蘇古籍出版社，1999)，冊7，卷4，p.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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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鷄雛之仁
정약용은 일생이 불우했고, 유랑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향촌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럽지 않았으

므로 경성에서의 생활만이 비교적 편안했다. 그는 ｢觀鷄雛說｣에서 이 시기의 생활을 회고한다. 

옛날 程子는 병아리를 보고 적어 ‘인’이라고 했다. 내가 경성에 있을 때 닭을 기르면서 병아리 
보는 것을 즐거워하던 것과 같다. 그 새로운 이야기는 알(卵)부터이다. 노란 입은 여리고, 녹색 솜
털로 뒤덮여 잠시도 어미의 날개를 떠나지 않는다. 어미가 먹으면 또한 먹고, 어미고 쪼면 또한 쪼
니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고 사랑하고 효도함이 함께 지극하다. 조금 자라 어미를 떠나면 또한 아우
와 형이 서로 따르니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휴식하면 같이 휴식한다. 개가 짖으면 서로 지키고 
올빼미가 지나가면 서로 소리 낸다. 그 우애의 정 또한 여유 있어 보기 좋다. 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너희들은 병아리가 조금 자란 것인데 부모를 전일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의 정을 돈
독히 하고자 하지 않으니 도리어 저 지극히 비천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 비웃고 천히 여기게3)된다.3)

이 문장에서 그는 程明道(顥: 1032-1085)의 한 일화를 찬미하고 있다. 정명도는 평상시 병아
리를 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이를 ‘識仁’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700여년 후에 조선의 한 유학자
는 정명도의 행적에서 느끼는 바를 글로 써서 정명도의 자연에 대한 관찰에 호응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정다산이 理學家의 핵심 사상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
았다는 점이다. 인과 생명이 결합하는 사상에 대해서는 더욱 좋지 않게 생각했다. 정명도는 이
와 같은 관점의 대가이고, 병아리를 보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으니, 그는 물고기가 헤
엄치는 것을 보기를 좋아했으며 창 앞의 푸르른 풀을 보는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송 유학자
들 중에서 정명도가 동식물을 좋아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만이 특별한 것
은 아니었다. 녹초가 가득한 것을 좋아했던 理學者는 周敦頤이었으니, 그는 ‘바람과 달이 끝없이 
넓다(風月無邊)’라는 말의 주인공이다. 자연세계에서 자연생활을 했던 理學者는 邵雍이다. 그는 
리학 전통에서 ‘曾點의 학문’을 체현했던 사람으로 평가된다. 張載가 아지랑이를 좋아했던 것 또
한 유명하다. 북송 유학자들이 이와 같았고 이후 주자와 양명 또한 마찬가지였다. 理學者에게 
자연계의 生機 활동은 동물이 뛰어오르는 것 혹은 초목이 무성한 것 모두 道體의 유행으로 현상
적인 자연의 일이 아니다.
3) ｢觀雞雛說｣, 與猶堂全書(서울：民族文化文庫，三版，2001)，集1，卷10，p.8，b면 : “昔程夫子觀雞雛，

記者曰仁也。余家京城之中，猶歲養雞一群，樂觀其雛。方其新說于卵也，黃口脆軟，綠毳蒙茸，片刻不離
母翼。母飲亦飲，母啄亦啄，和氣藹然，慈孝雙摯。稍長而離母，則又弟兄相隨，行即同行，棲即同棲。狗
唁則胥衛，鴟過則相聲。其友愛之情，又油然可觀。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汝等雛之稍長者也，雖不能
專愛于父母，顧不欲篤情于兄弟，反爲彼至卑至微之物所笑而賤之也乎，吁.” 인용된 문장의 ‘新說’의 ‘說’은 
아마 ‘脫’자의 의미가 아닌 듯싶다. 이하 인용된 정약용의 글은 모두 위의 판본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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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學者들은 보편적으로 동식물의 생기를 도체의 유행으로 여긴다. 유가 개념사의 관점에서 보
자면, ‘인’을 낳고 낳는 것(生生)으로 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정명도의 ｢識仁篇｣과 주
자의 ｢仁說｣이 대표적인데, 이 두 글은 공자의 ‘인’을 단지 인문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우주의 
창조성 그 자체로 보고 있다. 이러한 창조성이 인간의 존재에 있게 되고, 자연계에 있게 된다. 
인간에게 있게 된 창조성이 바로 四端의 惻隱의 감정, 즉 인이다. 자연계에 있는 창조성이 바로 
四德의 ‘元’과 四季의 ‘春’ 등으로, ‘인’·‘원’·‘춘’ 모두 광의와 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협의
의 의미로 말하자면, 이것들은 ‘사덕’, ‘사계’의 하나이다. 광의의 의미로 말하자면, ‘원’으로부터 
‘亨’·‘利’·‘貞’으로 바뀌는데 ‘형’·‘리’·‘정’은 ‘원’이 펼쳐진 것이다. ‘춘’으로부터 ‘夏’·‘秋’·‘冬’으
로 바뀌는데 ‘하’·‘추’·‘동’은 ‘춘’이 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체 존재의 모습은 창조성
이 펼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과 ‘원’·‘춘’은 본체이고, 사덕 혹은 사계는 用이다. 理學者들
은 ‘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心과 物 사이에 또는 사람과 하늘 사이에 관통하는 길을 
찾았다. 

정명도가 병아리를 보면서 인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 ‘본’ 것은 병아리의 행위가 아니라 병아
리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生生不已하는 天道이다. 천도의 생생불이는 일체의 특정한 사물을 초
월한다는 것 이외에도, 천도의 生生不息은 일체의 특정한 사물의 공통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천도관은 ‘天地一體’의 이념을 포함한다. ‘천지일체’는 리학의 기본명제 
가운데 하나로 程朱발王은 이에 대해 모두 이견이 없었다. ‘生이 인이다(以生爲仁)’ 및 ‘천지일체’
라는 이 두 개념은 모두 학자 스스로 體證하여 확실한 함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理學
者들이 말하는 이 두 개념은 개체적 사항(items)이 아니며 어떤 사물의 生이 인이라는 것이며, 
어떤 사물이 ‘천지일체’를 나타낸다는 것이 아닌 개체를 초월한 총체적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이 인이다’는 생물학적 명제라고 말하기보다는 형이상학적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 간
단히 말하자면, 정명도의 서술은 개체에서 개체를 초월한 天地生物의 氣象을 體證한다는 것이다. 
‘천지생물의 기상을 본다.’는 것은 ‘천지일체’에 관한 더욱 상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개체원칙을 초월한 도덕원리를 반대한다. 그의 평생의 큰 잘못 중 하나가 바로 ‘생
이 인이다’로 ‘천지일체’를 설명한 것이니, “인은 사람이다. 고훈본이 이와 같으니 만물을 낳는다
는 설이 아니다.”4)라는4)것이다. 주자가 “인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고 사람은 이를 얻어 낳
은 것이다(“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得以生者.)”라고 말할 때, 정약용은 직접 대답하길 “두 사람 
사이에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천지 만물을 낳는 마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겠
는가?”5)라고5)하였다. 정약용의 세계관에서 자연과 도덕은 단층적이며, 천지의 덕과 인륜도덕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다른 영역의 일이다. 
4) 中庸自箴，卷1, p.19，b면(與猶堂全書，集2·3): “仁者，人也。古訓本自如此，無生物之說.”
5) 中庸講義，卷1, p.36，a면 : “凡二人之間盡其本分者，斯謂之仁。天地生物之心，干我甚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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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천도, 천리, 본심에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라야 비로소 생길 수 있다고 정약용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인은 두 사람이다. 옛 전서에서는 疊人이 仁이고, 疊子가 孫이다. 인은 사람과 사람의 지극함이
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김에 효로써 하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두 사람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충으로써 하는데 신하와 임금은 두 사람이다. 형과 동생은 두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과 백성은 
두 사람이다. 이로부터 보면 복희씨가 문자를 만들 초기에는 일을 행한다는 의미로 둘 이상의 글자
를 합하여 만들었다. 지금은 반드시 하나의 이치로 아득하고 망망한 범위를 가리키니 백성은 생각
하지 못한다.6)6)

정약용은 여기서 문자학적인 해석을 사용하여 ‘仁’자는 원래 ‘二人’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벗어난 도덕은 도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二人’이 
‘仁’이라는 것은 자연 명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윤리학적인 명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규범
적 언어가 보충됨으로써 ‘인’이 ‘사람과 사람의 지극함’,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합리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설명이다. 

정약용의 ‘인’에 대한 해석은 이전의 조선 유학사상사에서 특이한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유학사에서 놓고 볼 때도 독창적이다. 정약용 또한 이것이 유가의 경학에 끼친 큰 공헌이라고 
자신했다. ‘倫理’의 ‘倫’이 합리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한다면, 정약용의 ‘인’에 대한 해석은 윤리의 
옛 뜻을 회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정약용의 저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도를 다하는 것이다(仁者, 人與人之盡其道也. 注: 君子去仁, 惡乎成
名!)”, “인은 사람과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仁
者, 人人也. 人與人盡其分, 斯之謂仁. 注: 殷有三仁焉)”, “인은 인륜의 지극함이다(仁者, 人倫之至
也. 注: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지극한 선이 인륜이 덕을 이룬 것이다(至善爲人
倫成德. 大學公議·二)” “인은 사람이니 두 사람이 인이다 …… 인의 명칭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仁者, 人也, 二人爲仁 …… 仁之名必生乎二人之間. 注: 克己復禮爲仁)” “인한 것을 
덕이라고 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인의 이름 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
어진 것이다(仁之謂德, 生於人與人之間. 而仁之爲名, 成於人與人之際. 注: 中庸 故爲政在人節)” 
등이 있다. 정약용은 인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인이다’라는 정약용의 ‘四字訣’을 그는 공자의 第一義로 보고 있다.
6) ｢論語古今注｣, 與猶堂全書, 集2，卷10，p.40 : “仁者二人也。其在古篆疊人爲仁，疊子爲孫。仁也者，人

與人之至也。子事父以孝，子與父二人也。臣事君以忠，臣與君二人也。兄與弟二人也。牧與民二人也。由
是觀之，倉羲製字之初，原以行事會意。今必以藹然一理指點於杳茫之域，臣不以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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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는 ‘인’을 말할 
수 없으니,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나온다. ‘인’자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 때문
에 개체가 아니며, ‘심성론’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性體를 초월한 어휘도 아니다. 인은 합리적
인 인륜관계의 총칭이므로 “효제충신의 총칭이다(孝弟忠信之總名也. 注: 苟志於仁矣, 無惡也)”라
고 한다. ‘인’은 도덕 덕목 가운에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지만 집합 명사이다. 인의 실제적 함의
는 “부모를 섬기기를 효(孝)로써 한다”의 ‘효’, “어른을 섬기기를 제(弟)로써 한다”의 ‘제’, “임금을 
섬기기를 충(忠)으로써 한다”의 ‘충’, “친구와 함께 하기를 신(信)으로써 한다”의 ‘신’으로 효·제·
충·신의 덕목들이 성립될 수 있게 한다. 이것들은 사람이 부모, 어른, 임금, 친구의 관계에 대
응하여 나온 것이다. 발생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은 효와 제의 행위 다음이고, 효와 제는 인이 
구체화된 것이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은 그 부모와 어른을 효제하는 행위에 의지하여 
성립될 수 있다. 親親과 長長은 실체이고, 효제는 친친과 장장의 행위에 대한 표현이고, 인은 또
한 효제의 덕을 나타낸 것이다.

‘인’과 덕목의 관계와 관련하여, 論語 ｢學而｣篇 2장의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
면 도(道)가 생한다. 효제는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君子務本，本立而道生，孝弟也者，其爲仁
之本歟!)”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다. 정약용은 ｢觀鷄雛說｣에서 이미 이를 인용하여, 병아리의 인
은 그들의 효제의 情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
하여는 차이가 클 수 있다. 우리들은 이 장이 論語에서 ‘인’ 자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장으로 주
자가 정이천의 해석에 의거하여 이 장에서 말하는 ‘인’과 ‘효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을 알고 있다.

묻기를 “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그렇다면 효제로부터 인에 이를 수 있는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인을 행하는 것은 효제로부터 시작한다. 효제는 인의 하나의 일이니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
고 말하면 옳지만, 인의 근본이라고 말하면 옳지 않다. 인은 性이고, 효제는 用이다. 성 가운데는 
인의예지 네 가지가 있을 뿐이니 어찌 효제가 있겠는가.”7)7)

‘인’은 ‘性’이고 본체이며, ‘효제’는 본체에서 나온 사건으로 효제는 심오하여 헤아릴 수 없는 
仁體에 통한다. 

정약용의 해석에 의하면 양자의 관계는 전도된다.

인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다. 부모를 섬기기를 효로써 하는 것이 인이니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다. 형을 섬기기를 제로써 하는 것이 인이니 형과 동생은 두 사람이다. …… 두 사람 사이에 

7) 趙順孫 編, 論語纂疏(台北：新興書局影印復性書院 1947年 刻本，1972)，卷1，p.9-10 : “或問：‘孝弟爲
仁之本，此是由孝弟可以至仁否？’ 曰：‘非也。謂行仁自孝弟始。孝弟是仁之一事。謂之行仁之本則可，謂是
仁之本則不可。蓋仁是性也，孝弟是用也，性中只有仁、義、禮、智四者而已，曷嘗有個孝弟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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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를 극진히 하는 것이 모두 인이다. 그러므로 효제가 근본이 된다. (仁者，二人相與也。事親孝
爲仁，父與子二人也；事兄悌爲仁，兄與弟二人也 …… 凡二人之間盡其道者皆仁也！ 然孝弟爲之根.)

두 사람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정이천은 然과 所以然을 본체론
적으로 구분한다. 경험적 사실과 性理 그 자체는 본체론적인 차이이다. 효제는 경험계의 행위이
고, 실천적으로 우선한다. 그러나 인은 성리세계의 개념이고, 본체론적으로 우선한다. 그러므로 
‘인을 행하는 근본(行仁之本)’과 ‘인의 근본(仁之本)’은 다르다. 효제는 인으로부터 발현하지만, 효
제는 인간의 도덕행위에 관한 어휘이지, 성리개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정이천은 “성에는 오직 
인의예지만이 있는데 어찌 효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性中只有仁義禮智, 幾曾有孝弟來.)”라고 하
였다. 정이천의 이 말은 이상한 것 같지만, 성리관에 입각한 윤리학적인 리에 대한 말이다. 정약
용은 이와는 대립되는 명제를 말하는데, 그는 ｢有子｣章의 원의를 총괄하여 말하기를 “인의예지
의 명칭을 분석하면, 일을 행하는 것이지 마음의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8)라고8)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그의 저작 곳곳에서 볼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인의예지의 명칭은 본래 내가 일을 행하
는 것으로부터 말해진 것이지 마음의 현묘한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仁義禮智之名本起於吾人
行事, 並非在心之玄理. 中庸講義, 卷1, p.2, b面)”라는 것이다. 정약용은 초월적 성리세계의 개
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의예지’를 ‘成效論’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의예지’
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행위가 있은 후의 말로, 그들의 성질은 필연적으로 나중
에 일어나는 것이다.

理와 事 혹은 所以然과 然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은 程朱學의 큰 특징이다. 그러나 성리학적
인 요구가 있은 후 程朱 혹은 周, 張, 발, 王은 원칙상 모두 이러한 초월적인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理學家들은 도덕정감과 도덕사건은 본체인 仁體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므로, 이 때문
에 어떻게 逆覺하여 이 仁體를 체증할 것인가가 공부의 우선이 된다. 반대로 정약용은 이러한 
요구가 없으므로 그 공부는 도덕행위가 드러나는 생활세계에 집중된다. 정이천과 정약용 두 사
람의 해석의 차이는 본체론상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또한 공부론의 출발점에서 분명히 다른 결
과를 만들었다.

곡선적인 이해를 투과하여 정약용의 ｢觀鷄雛說｣로 돌아가서 보자면, 그와 정명도 두 사람이 
똑같이 병아리를 보면서도, 정명도는 병아리의 활동이 천도의 생생불식을 반영한다고 보아 구체 
속에서 보편을 체증하였으며, 정약용은 병아리와 그 어미의 ‘사랑하고 효도함이 함께 지극함(慈
孝雙擊)’을 보고 병아리와 그 형제간의 ‘우애하는 정(友愛之情)’을 보아 도덕은 생활세계의 윤리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이는 정약용
이 병아리가 어미와 형제간의 사모함으로 효제의 행위가 인의 근본임을 깨닫는 것으로, 정주가 
8) ｢原義總括｣, 論語古今注，第一條 : “때仁義禮智之名，成於行事，非在心之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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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듯이 인이 효제의 의거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가 헤겔의 사상을 비판할 때 사용했
던 은유를 빌리자면, 정약용은 理學家가 전도시킨 세계관을 다시 돌려놓았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3. 新仁說의 經學觀
병아리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본 것이다. 병아리가 

이와 같듯 경전도 마찬가지다. 理學家는 四書를 중시하였으며, 정약용 또한 중시하였다. 그러
나 四書의 함의에 대한 둘의 이해는 크게 다르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주로 대표되는 理學家
가 이해한 세계관은 성리적인 세계관으로 四書는 성리적인 세계관이 드러난 것이다. 정약용이 
이해한 세계관은 인륜적인 세계관으로 四書는 인륜적 가치가 體現된 것이다. 성리적인 세계관
은 무한한 인성론 위에 건립된 것이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므로 무한적인 본질을 체현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기초를 건립한 후에라야 성리론의 구조를 비로소 드러낼 수 있다. 반대로 정
약용은 무한한 인성론을 파헤쳐 인간은 感通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인륜의 가치세계
가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륜 관계 위에 유한한 인성론을 건립한 것이 정약용 사상의 總綱이다. 1815년에 그가 쓴 ｢心
經密驗｣은 심성문제에 대한 총결이다. 그는 性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험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嗜好가 성(性)이 되면, 高遠廣大한 주장이 될 수 없다(以嗜好立名, 不可作高遠廣大說.)”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고원광대가 가리키는 것은 ‘大體法身’과 같은 것으로 理學家가 말하는 ‘성체’, 
‘의리지성’, ‘본연지성’이 여기에 속한다. ‘기호가 성이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눈앞
의 탐락을 기호로 보는 것이고, 하나는 전 생애를 기호로 보는 것이다. 전자의 기호는 욕망론이
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성이 위로 향한다는 목적론 위에 건립된 것이다. ‘嗜好之性’이 어떤 의미
를 가지든지 그것의 특색은 佛·老 혹은 理學家가 특히 중시하는 超越之性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근거한 驅力論에 있는 것으로, 사실 두 가지 모두 욕망론이다.

‘성’에 대한 정약용과 理學家의 이해가 서로 상반된 것에 비하여, ‘심(心)’에 대한 양자의 이해
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약용은 ‘심’을 “그 마음에 함축된 것, 마음의 통칭이다(其含
蓄在內, 內衷之通稱.)”라고 해석하였다. 정약용은 심지어 주자가 “마음의 虛靈知覺은 하나이다(心
之虛靈知覺, 一也.)”를 인용하여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용은 인용으로 표면적인 글의 유사
함만이 있을 뿐이다. 주자와 정약용 두 사람의 사상의 다름은 문자의 일시적인 같음을 뛰어 넘
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자로 대표되는 理學家는 ‘허령지각’을 이해할 때 그 허령지각의 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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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이상학적 입장이 담겨있다. 주자의 ‘심’의 허령지각은 ‘성과 정을 통섭하는(統性情)’ 것으로 
그것은 心體의 流行을 드러낼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주자의 심은 ‘心卽理’의 본심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格物窮理’의 과정을 지나 ‘格物致知’의 경지에 이르러 “내 마음의 全體大用
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주자의 ‘格物物格’설은 정약용을 포함한 반주자학자들에 의해 禪
學의 영향을 받았다고 줄곧 비판되어 왔다. 선학인지 아닌지를 논하지 않더라도, 필자는 그 학
설이 확실히 선학의 초월경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의 ‘심’은 절대로 이러한 의미를 갖
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 전통의 심성론 어휘는 너무 작은 낡은 병에 너무 많고 서로 다른 유형의 새 술을 담고 
있으며 섞여져서 술맛을 알 수가 없다. 송대 이후의 유가들이 심을 해석할 때, 리학이든 반리학
이든 대체로 ‘마음은 기의 신령함(氣之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의 신령함’은 자
연히 ‘허령지각’의 특색을 표현한다. ‘기의 신령함’ 또는 ‘허령지각’은 같은 말로서 유가와 도가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의학, 무술 등에서도 이러한 논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
므로 학파별 구분은 이와 같은 규정에 있지 않으며 이와는 다른 규정에 있다. 이 때문에 학자가 
잘 구분하지 않는다면 초월론의 심체의 허령지각 작용과 기화론 전통 아래에서 이해된 ‘심’을 혼
동하기가 쉽게 된다. 이 둘은 다른 것이다. 정약용의 ‘심’과 주자의 ‘심’ 간의 의미의 차이는 두 
사람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차이보다 못하지 않다.

‘심’과 ‘성’은 도덕실천자(moral agent)의 주체의거이다. 정약용의 견해에 의하면, 心性 자체는 
진정한 도덕이라 말할 수 없다. 만약 도덕과 연관하여 말한다면 단지 人性 자체는 확실히 善에 
대해 ‘기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기호’란 예를 들어 오랑우탄이 감주를 좋아하고 양파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본능의 개념이다. 정약용의 해석은 경전에 의거한다. 그는 孟子의 ｢告子｣
와 ｢盡心｣ 편을 예로 들어 “맹자는 성을 말하면서 모두 기호에 비유한다(孟子言性, 皆以嗜好立
喻.)”라고 말하고 있다. 孟子를 살펴보면 정약용의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맹자의 
‘性善’론은 확실히 모두 강렬한 정감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월적인 논증이 아니다. 그 은유로
는 예를 들어 샘물, 볍씨, 남산의 나무 등이 있다. 도덕정감의 드러남을 논한 것으로는 예를 들
어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는 것, 부모의 유체를 보고 ‘이마에 땀이 흥건한 것’ 등 모
두 自足의 心身動力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갑자기 분출
하는 것으로 정약용은 이를 ‘기호’로 이해하고 있다. ‘기호’라는 단어가 感官的인 해석으로 편향되
는 것을 정주 혹은 칸트와 같은 철학자는 찬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맹자가 “예의
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가축이 내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禮義之悅我心, 猶芻豢之
悅我口.)”고 말한 점을 생각하였다. 맹자는 감관과 도덕 사이에서 연속성을 보았으며, 그는 무의
식 중에 일도본체론(一道本體論)의 의미와 결렬한 커다란 틀을 구상하였다.

맹자는 도덕을 논할 때 情, 意, 知의 합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렬한 도덕정감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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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지주의를 띄고 있으며, 大體와 小體 사이에는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踐形’설 등이 
있게 된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리학 가운데 육왕학은 맹자학 중 心身連續體 이론에 대하여 모
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주학 또한 情과 氣의 관점으로부터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다. 맹자의 ‘성’이 ‘기호’를 내포하거나 적어도 은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어떤 의미의 기호인가? 기호는 생리학 혹은 심리학의 어휘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래서 정약용이 ‘기호’로 맹자의 성선론을 해석한 것이라면, 리학의 
대종인 정주육왕은 분명히 모두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기호설을 믿을 수 있었지만, 기
호가 또 다른 원천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원천을 심체 혹은 성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존재론의 층차에서 기호로부터 독립하여 밖에 있는 것이다. 더욱 타당하게 말하자
면, 심체 혹은 성체가 도덕적 기호를 성립하게 하고, 도덕적 잠재능력을 도덕정감의 ‘可欲性’으로
부터 현실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9)9)그러나 본심으로부터 발현한 도덕정감은 일반적으로 ‘기호’라
고는 하지 않는다. 

정약용과 理學家의 유가 도덕에 대한 이해는 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질적 차이도 있다. 
정약용의 ‘심’과 ‘성’은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도덕의 理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함의의 대부
분은 오직 ‘외재적’ 발전을 향한 도덕의 추진력이다. 그러면 도덕은 ‘나중에 일어나게(後起)’ 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정약용은 仁義道德을 이야기 할 때 도덕은 반드시 ‘일(事)’로
부터 세워져야 하며 반드시 경험적으로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도
덕사건이 없으면 도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내재적 리, 초월적 리 등은 꿈과 
다르지 않다. 도덕은 일로부터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도덕의 ‘사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
실적인 도덕사건이 성립되는 이유는 마땅히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필자는 이를 ‘相偶性’이라고 칭한다. ‘相偶性’과 ‘사건성’은 정약용 도덕론의 가장 큰 특색
이다.

만약 理學家가 성리적 세계관을 통하여 성리적 경학을 건립했다면, 정약용은 완전히 반대 방
향으로 걸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古義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통하여 성리관에 입각한 경
학의 성리개념을 하나하나 와해시키고,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형이상학적 세계로부터 인륜의 세
계로 인도하였다. ‘심’과 ‘성’은 초월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초월을 일종의 허황된 구조로 보고 
있다. 리학 전통에서 ‘심’, ‘성’과 같은 층차의 개념으로 이해한 ‘태극’, ‘리’, ‘明德’ 등은 또한 전부 
도미노 현상처럼 이 세계에서의 그리고 경험적인 가치층위로 끌어내려졌다. 아래서 우리는 주자 
四書集注의 몇 가지 중요개념을 핵심으로 삼아 정약용이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1)禮樂 (2)一以貫之 (3)四端 (4)萬物皆備於我 (5)明德 (6)格物이다. 이상 6가지 개념은 두 개

9) 孟子 ｢盡心 下｣ : “可欲之謂善”. ‘선’은 마땅히 그러함(應然)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可欲)’ 성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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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세 조로 각각 理學家가 가장 중시하는 경전인 論語, 孟子, 大學으로부터 분별하였다.
필자는 주자와 정약용의 두 가지 이론을 함께 나열하고, 거기에 다시 간단한 평론을 더함으로

써 사상의 변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1) 禮

“禮이다, 禮이다라고 말하지만, 玉帛을 이르는 것이겠는가.”[禮云禮云，玉帛云乎哉. …….]
A. 공경하면서 玉帛으로 받든다면 禮가 되며, 조화로우면서 鐘鼓로 연주하여 드러낸다면 樂이 

된다.(주자)

B. 맹자는 “仁의 실상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며, 義의 실상은 형을 따르는 것이 이것
이다. 禮의 실상은 이 두 가지를 節文하는 것이 이것이며, 樂의 실상은 이 두 가지를 즐겁게 하
는 것이 이것이다.”(｢이루｣ 하)라고 하니, 禮樂의 근본은 人倫에 기인하는 것이다.(정약용)

필자의 견해: 주자는 禮樂을 마음의 문제로 끌어들였다. ‘敬’은 마음의 자기 단속이며,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또한 主一이다. 이것이 예의 근본이다. ‘和’는 중용에 나오
는 말로, 감정이 발동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의 화기가 발동한 것이 樂이다. 정약
용은 심성론적인 측면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화세계의 개념인 예악을 인륜 질
서인 孝弟로 되돌려 놓았다. 효제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형을 따르는 것’과 같은 관계를 통
해서 도출되기 때문에 예악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본성’인 仁에 의거하게 된다.

2) 一以貫之

A. 성인의 마음은 渾然하게 하나의 理이기 때문에 널리 호응하고 곡진히 마땅하며, 쓰임이 
각각 같지 않다.(주자)

B. 나의 도[吾道]는 인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인륜에 대처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五敎와 九
經, 및 經禮 三百과 曲禮 三千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恕자로 실천하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
의 끈으로 수천의 돈을 꿰는 것과 같으니, 그것을 一貫이라고 한다.(정약용)

필자의 견해: ｢리인｣편에서 말한 ‘一貫之道’는 유학의 큰 화두 중의 하나이다. 程朱는 이 장을 
지극히 高明한 天理가 유행하는 단계로까지 승격시켜서, ‘一本이 萬殊가 되는 근거’, ‘萬殊가 一
本이 되는 근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曾子가 대답한 “선생님의 도는 忠恕일 뿐이다”에서의 ‘忠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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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글자도 또한 정이천에 의해서 ‘忠은 본체이고 恕는 작용이다’라고 해석되었는데, 이 역시 ‘충’
은 천도의 誠과 같고 ‘서’는 미루어 확장시킨다는 의미이다. 이 장에 대한 정주의 해석은 완전히 
‘理一分殊’의 방식이다. 정약용은 이러한 해석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인륜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도덕실체인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倫’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관건은 자신을 미루어서 
남을 헤아리는 ‘서’에 달려 있다. ‘一’이라는 글자는 實體를 가리키는 글자가 될 수 없고 단지 指
示詞로만 사용된다. 恕가 곧 이 一인데, 이 개념은 유학의 ‘한 글자로 된 銘文’[一字銘]으로 간주
되며,10)10)이 장은 “도를 전수하는 비결이 아니라 유가에는 도의 전수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四書의 수많은 말들이 ‘恕’ 한 글자의 해석이 아닌 것이 없으며, ‘忠’은 단지 ‘서’를 보좌하는 
덕목일 뿐이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一’이라는 글자는 매우 쉽게 심오하고 신비롭게 개념화
되는데, 정약용은 오히려 의식적으로 그것의 신비성을 없애버렸다. 정약용의 경전 해석의 일관성
과 과감성은 이 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3) 四端

A. 端은 실마리이다. 감정이 발동함으로 인해서 본성의 본연함을 볼 수 있으니, 마치 사물이 
가운데 있으면 실마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주자)

B. 仁義禮智라는 명칭은 일을 실행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남을 사랑한 이후에 
그것을 仁이라고 한다.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 仁이라는 명칭은 성립하지 않는다. …… 四端은 
四事의 근본이다.11)(정약용)11)

필자의 견해: ‘四端’은 정약용이 주자의 주석 중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초점 중의 하나
이다. 주자의 주석에 의하면, ‘사단’의 ‘端’은 ‘端緖’이며, ‘단서’는 사실 끝부분[端末]이라는 의미이
다. 그것은 惻隱한 이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의 ‘仁’이 있다는 가설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단서’로부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에 있는 사물’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주자 주석의 논점은 유명한 ‘已發―未發說’의 사고와 가까우며, 이것은 심성론적인 해석이다. 정
약용은 사물의 本末 두 가지가 모두 ‘端’인데, 맹자가 말한 ‘사단’에서의 ‘단’은 당연히 趙岐의 주
석에서 말한 ‘근본[本]’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仁’은 惻隱이라는 감정에서 세워져서 일
을 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仁’이라는 명칭은 
첫째, 惻隱이라는 감정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하며, 둘째, 일을 실행한 이후에 드러나야 한다. 
10) ‘恕’는 ‘聖門의 한 글자로 된 銘文’이라는 말은 발務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논어고금주 권8, 15쪽 b

면에서 인용. 
11) 맹자요의 권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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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은유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 ‘仁’은 주자가 말한 것처럼 惻隱之心의 바닥에 있는 心靈의 측
면이 아니라 측은지심을 통해서 밖으로 펼쳐지는 인간관계의 측면이다. ‘仁’은 외부로 향하는 것
이지 내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에 대한 해석은 맹자에 대한 정양용과 주자 두 사람의 
해석의 차이가 매우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4)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萬物皆備於我] 

A. 이것은 理의 本然을 말한 것이다. 크고 작은 당연한 이치가 하나라도 性分 안에 갖추어지
지 않은 것이 없다.(주자)

B. 날마다 사용하고 항상 행하는 모든 일과 사물에 대한 감정과 욕망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
져 있다.12)(정약용)12)

필자의 견해: 이 단락은 항상 맹자의 神秘 經驗의 예증으로 간주된다. 주자는 비록 종교 경험
의 측면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 이론을 心 혹은 理의 ‘本然’으로 간주하였다. 정약
용도 또한 이것이 心의 本然이라는 논술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른바 ‘本然’이라는 것은 초
월적인 性理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라 각종 욕망의 잠복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주자의 ‘心’은 
모든 이치가 갖추어진 질서정연한 것이며, 정약용의 ‘심’은 각종 욕망의 가능성이 집중된 것으로, 
이 단락은 性理論的 心靈觀과 경험론적 심령관의 대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약용의 
사상체계에서 欲望은 항상 긍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5) 明德

A.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아서 모든 이
치를 갖추고 모든 일에 호응하는 것이다.(주자)

B. 明이라는 것은 밝게 드러내는 것이다. 명덕이라는 것은 효도[孝], 공경[弟], 자애[慈]이다.(정
약용)

필자의 견해: 주자가 말한 ‘명덕’은 실제로 心體의 또 다른 표현으로, ‘性情을 통괄’[統性情]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앞 조목에서 말한 것과 같다. 주자

12) 맹자요의 권1,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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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에는 ‘明鏡止水’라는 은유가 그 배후에 있다. 정약용은 ‘명’자는 ‘明水’, ‘明臺’의 ‘명’자와 
같으며, 엄청나게 많은 신비적인 의미는 결코 없다고 생각하였다. ‘명덕’이 가리키는 것은 곧 춘
추시대의 문헌 속에 항상 보이는 효도, 공경, 자애의 덕일 뿐이다. 이 세 가지 덕은 모두 인간
과 인간 사이의 합리적인 도덕을 의미한다.

6) 格物

A. 格은 이른다[至]는 의미이고, 物은 事와 같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그 極處가 이르지 
않는 것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주자)

B. 格은 헤아리는 것[量度]이다. 일의 선후를 지극하게 아는 것이 致知이다. 사물에 본말이 있
다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格物이다.

필자의 견해: ‘格物致知’는 주자의 사상 중에서 논쟁의 여지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개념이
며, 또한 주자가 이념적 모험을 감행하면서 창조한 개념이다. 주자는 대학에 ｢格物補傳｣을 더
해 넣음으로써 이후 800년간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주자가 이것을 보충하여 넣지 않을 수 없었
던 이유는 ‘格物’을 통해서 ‘物格’에 도달한다는 그의 이론이 성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학적 
관심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表裏와 精粗’와 ‘내 마음의 全體大用’이 하나로 
관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物’을 ‘사물에는 본말이 있다.’고 할 때의 사물로만 제한하였
으니, 身·家·國·天下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격물은 身·家·國·天下의 범위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문화세계의 윤리 개념이 된다.

이상에서 서술한 6개의 개념은 확실히 모두 理學家들이 매우 중시하는 핵심 개념이며, 철학적 
함의가 매우 강하다. 다만 정약용의 해석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주자와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 ‘天道性命’의 단계라는 측면에서 주자에 반대하는 추세는 16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氣學’ 
혹은 ‘實學’ 학자들에게서 모두 볼 수 있다. 정약용에게서 볼 수 있는 비교적 특별한 점은 그가 
매우 자각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사이[間]’ 및 ‘偶’, ‘際’라는 관점으로부터 心性의 형이상학적인 
一元說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주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있고, 주자의 
경전 해석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동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윤리학적 방향
과 성리학적 방향 두 측면의 핵심개념과 만나게 되면 정약용은 조금도 주저 없이 주자와 대립하
는 입장에 선다.

이상 6개의 핵심 개념에, 앞에서 이미 언급한 ‘仁’, ‘心’, ‘性’이라는 여러 개념들을 더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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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은 反性理觀이라는 기초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것은 경학 분야에서 그가 四書 전
체의 성격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정했음을 의미한다. 논어는 그에 의해서 ‘인륜을 벗어나지 않
는 것’13)으로13)간주되었고, 맹자의 연원은 ‘孝·弟·慈 세 글자’14)에14)있으며, 대학에서 말한 三
綱領 즉 明明德, 親民, 止于至善은 완전히 ‘人倫에 관한 이론’15)을15)표현하고 있고, 중용의 요지
는 ‘恕자의 의미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16)16)

유학의 핵심 개념이 변하고 경서의 성격이 변함으로써 유학 전체의 가치체계는 다시 새롭게 
정착되었다. 

4. 塔과 臺
다음은 조선의 정약용으로부터 중국의 완원으로 논의를 전환해보고자 한다. 완원의 揅經室續

三集 속에는 ｢塔性說｣이라는 매우 특별한 글이 있다. 완원이 말하는 ‘塔’은 바로 정약용이 말한 
‘鷄’와 마찬가지로 현묘한 이치를 내포하고 있다. ｢탑성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었을 때, 매우 특별한 형식의 건축이 전해져 들어왔는데, 그 물건은 높이가 7층 
내지는 9층이며, 梵語로는 窣堵波라고 부른다. 논자들 중에서 어떤 이는 窣堵波가 중국의 臺와 
유사하다고 여겼지만, 불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중국의 臺가 결코 窣堵波처럼 높고 오묘하지 않
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별도로 ‘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두 가지 개념이 결코 뒤섞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性자를 번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불교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사
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갖추어져 있다. 虛靈圓淨하고 光明寂照하여, 사람이 태어날 때 품수받는
데, 혹 嗜欲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수양한 이후에야 다시 드
러나며, 그것이 바로 부모가 아직 낳지 않았을 때의 본래 모습이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
는가?  어쩔 수 없이 호칭을 한다면 범어에 부를 만한 호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窣堵波와 
마찬가지로 그 소리만이 있을 뿐이다. 晉宋 시기 姚秦 사람 중에 번역가가 중국의 經典 속에서 이 
물건을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性이라는 글자가 가장 가까웠다. 그 당시 經 속의 性자는 비록 의미
가 가깝지 않았지만, 그 당시 典 속의 性자는 서로 가까웠다. 이에 그것을 취해서 어쩔 수 없이 호

13) 논어고금주 권2, 19쪽, b면.
14) 맹자요의 권1, 50쪽, b면.
15) 대학공의 권1, 12쪽.
16) 논어고금주 권7, 44쪽, 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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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을 붙여야 했던 그 물건에 해당시켰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臺자를 가지고 窣堵波에 해당시키고 
별도로 塔자를 만들지 않은 것과 같다.17)17)

이 글에서 말하는 ‘典’은 당연히 노자와 장자를 가리킨다. 두 책에서 말하는 性은 불경에
서 말하는 것과 서로 드러내 밝혀줄 수 있으며, 불경에서의 ‘性’자는 도가의 문헌들과 의미상 이
어져 있다. 육조시대에 格義說이 성행했는데, 이 현상은 완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육조시기에 불교 수용의 역사에서 불교의 의리는 이와 같은 의미였다. 당대에 이르
러 李翶가 ｢復性書｣를 지었을 때는 불교가 유학을 대신하는 상황이 매우 심화되어 유학과 불교
의 한계가 심하게 뒤섞였으니, 그것은 “곧바로 塔을 臺로 여긴다. 입으로는 옛날의 臺를 숭상하
지만 마음으로는 西塔에 현혹되어 있으며, 밖으로는 臺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안으로는 塔이라
는 실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완원의 이 문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臺를 유학에 비유하고 塔을 불
교에 비유하고 있다. 이 문장이 특별한 까닭은 완원이 어린 시절 조숙하였고 성격은 온후하였으
며, 평소의 문장이 대부분 꾸밈이 없고 치 하여, 이와 같이 익살스러우면서 위엄이 있는 말이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만약 우스개 소리가 혁명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한다면 완원의 ｢탑성설｣
이라는 문장은 당연히 가장 깊이 내재된 심리적 반응이며, 또한 가장 진지한 항의 문자이다.

｢탑성설｣이라는 문장이 유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塔과 臺가 유학과 불교의 
전통 속에서 원래부터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인데, 그 실물이 지니는 기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유가와 불교에서는 모두 사람들이 어떤 대상
인 聖物에 빗대어서 자신의 의도를 말한다. 禪宗에서 頓悟에 대해 말할 경우, 대부분 臺에 오르
는 것[登臺]으로 비유를 삼는데, 이른바 “실제로 9층의 臺인데, 이것이 돈오의 의미이다. …… 계
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닫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돈오의 뜻이다.”18)18)정명
도가 塔을 대면하고 탑 꼭대기의 장식물인 相輪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에서, 오히려 神會의 의
도를 역이용하여 塔으로 비유를 삼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가 道에 대해서 말한 것은 마
치 13층의 탑 위의 相輪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그 상륜을 그저 바라보면서 상륜이 
어쩌고저쩌고 매우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에는 멍청하고 고지식해서 그렇게 하
지 못하고, 곧바로 탑 속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상륜을 찾을 것이다. 고생 고생해서 기

17) 揅經室續三集(台北:台灣商務印書館, 四部叢刊本）권3, 2-3쪽, ｢塔性說｣ : “至于翻넓性字則不然, 浮屠家
說有物焉，具于人未生之初. 虛靈圓淨，光明寂照，人受之以生，或爲嗜欲所昏，則必靜身養心而後復見，其
爲父母未生時本來面目. 此何名耶? 無得而稱也，即有梵語可稱，亦不過如窣堵波有其音而已. 晉宋姚秦人
翻넓者執此物求之於中國經典內，有一性字似乎相近. 彼時經中性字縱不近，彼時典中性字已相近. 于是取
以當彼無得而稱之物，此널如執臺字以當窣堵波，而不別造塔字也.” 이하에서 인용한 각 문집의 揅經室
集 및 揅經室續集은 모두 四部叢刊本에 의거한다.

18) 敦煌本 神會語錄(神會和尚遺集, 台北:胡適紀念館，1968，130쪽에 수록) : “實是九層之臺, 是頓悟義. 
…… 不由階漸而解, 自然故, 是頓悟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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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올라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계단을 올라서 13층에 도달했을 때라야 비록 여전히 상륜을 보
지는 못했더라도 그대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실재로 탑 속에 있어야만 상륜
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결국은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19)19)禪僧과 理學家가 말한 臺
와 塔은 모두 언어의 밖에 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선승은 중국의 臺를 빌어서 頓悟에 대해서 
말했고, 유학자는 인도의 塔을 빌어서 格物에 대해서 말했다. 한쪽은 頓, 한쪽은 漸, 한쪽은 虛, 
한쪽은 實, 신회와 정명도는 주로 탑과 대를 빌어서 불교와 유학에서 학문을 추구하는 방법을 
비유하였다.

완원의 ｢탑성설｣에는 신회와 정명도를 지명하지 않고, 이고를 지명하여 비판하였다. 이고는 
청대 漢學家들의 마음 속에서는 바로 이단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송명 理學家들을 대신해서 죄
를 뒤집어쓴 희생양이다. 揅經室續集의 차례 속에 완원은 ｢탑성설｣ 뒤에 ｢復性때｣이라는 글을 
이어놓고 이고를 비판하였다. 완원은 경서를 널리 읽어서 이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많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사상의 옹호에 마음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유가와 불교를 엄격하게 구
분하였다. 그는 선배 학자들이 사용한 臺와 塔의 은유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다. 다만 높은 지위
에 있으면서 성격도 중후하였기 때문에 理學 선배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
다가 정명도는 성격이 소탈하고 마음이 포근하고 너그러워서 일반 사람들도 그와 대치하기를 그
다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비판은 이고에게로 집중되었다. 사실 정약용의 ｢鷄雛說｣에서는 
정명도에 대해 언급했으며, 비록 말로는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태도는 자연
스럽게 대조를 이룬다. 완원의 ｢탑성설｣에서는 정명도를 지명한 적이 없지만, 암묵적으로는 오
히려 더욱 더 강력한 비판의 효력을 함축하고 있다. 정약용과 완원 두 사람의 글은 실제로 방법
은 다르지만 효과는 같은 오묘함을 지니고 있다. 

완원의 塔臺說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며, 그가 비록 理學家들이 유학의 근본을 망각한 점에 대
해서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이른바 “塔을 臺로 여겨서, 입으로는 옛날의 臺
를 숭상하지만 마음으로는 西塔에 현혹되어 있으며, 밖으로는 臺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안으로
는 塔이라는 실질을 사용한다”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이 말은 ‘타향을 바라보면서 고향
이라고 하는’ 理學家들의 의식을 다소간 질책하고 있으며, 內塔外臺의 유학자는 결코 이고 한 사
람만이 아님을 의미한다.

완원은 스스로 말하기를, 학문 탐구의 과정은 宋으로부터 시작하지만, 唐·晉·漢은 “더욱 더 
그 실질을 확보하고 있다”20)고20)하였다. 완원의 사상 세계에서 유학의 정신은 언어 속에 존재하
며, 성현의 언어를 기록한 것이 경서이다. 경서로 들어가는 길은 訓詁에 의거해야 하며, 훈고의 
19) 河南程氏遺書(二程集(北京:中華書局, 1985) 卷1, 5쪽 : “公之談道, 正如說十三級塔上相輪, 對望而談

曰, 相輪者如此如此, 極是分明. 如某則戅直, 不能如此, 直入塔中, 上尋相輪, 辛勤登攀, 邐迤而上, 直至十
三級時, 雖猶未見相輪, 能如公之言. 然某却實在塔中, 去相輪漸近, 要之須可以至也.”

20) 阮元, ｢西湖詁經精舍記｣, 揅經室二集 卷7,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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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原義에 가깝다. 일본 에도[江戶] 시기의 반주자학 중에 ‘古學派’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명칭을 동아시아 반주자학적 학파로 확대할 수 있다. 
완원도 또한 ‘古學’을 중시하였다. “古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商周의 卿大夫와 魯鄒의 여러 聖
賢, 그리고 秦漢의 난儒가 그것이다.”21)21)‘秦漢의 난儒’는 鄭玄을 대표로 여길 수 있는데, 완원은 
｢重修高密鄭公祠碑｣라는 글 속에서 정현의 공적을 극력 찬미하였다. “천하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모두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구나. 性과 天道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히 도가나 불가의 논리[虛悟]를 
펼쳐놓지 못하며, 예의와 법도에 관련된 글들은 정현의 책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의 덕분
에 孔壁에서 나온 책들이 훈계의 말이 될 수 있었구나.”22)22)완원이 진한의 제유를 극력 찬미하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테두리 밖의 대조적인 계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性과 天道에 
대해서 도가나 불가의 논리를 펼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점에 대한 입장에서, 완원은 
사변 능력을 갖춘 동시대의 몇몇 한학 대가, 예를 들면 戴震이나 焦循 등의 사람들과 마찬가지
로, 그 목표는 모두 리학, 그 중에서도 특히 程朱理學을 향하고 있었다.

완원이 古訓이나 古學에 의거하여 원시유가의 敎義를 회복하는 사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
자는 ‘仁’에 대한 그의 해석이 가장 주의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의 두 절에서 이미 
‘두 사람이 仁이다.[二人爲仁]’라는 정약용의 해석을 살펴보았는데, 정약용의 주장은 조선 유학사
에서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낡은 이론을 일소하였다. 비록 전체 동아시아 유학사를 놓고 생각하
더라도 그 논증은 정 하고 대담하며, 또한 필적할 만한 대상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천하의 
일이란 종종 그 짝이 있는 것이다. 정약용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멀리 황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았던 청대의 대유 완원은 논어와 맹자의 ‘仁’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역시 정약용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완원의 논점은 주로 揅經室集의 두 편의 장문인 ｢論語論仁論｣
과 ｢孟子論仁論｣에 보인다.

논어의 핵심 개념은 ‘仁’인데, 완원의 통계의 의하면 논어에는 ‘인’을 논한 것은 모두 58
장이 있으며, ‘인’자는 모두 105개가 보인다. 완원은 논어의 ‘인’자를 전면적으로 검증했지만, 
그 의미는 그가 범례를 드러낸 곳에서 제기한 ‘인’자의 대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완원은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仁자를 해석하면서 번거롭게 거론하거나 멀리서 인용할 필요
가 없다. 단지 曾子·制言篇의 ‘仁은 서로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배나 수레처럼 서
로 함께 물을 건너거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성취할 수가 없고, 말
은 말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으며, 물은 물이 없으면 흐를 수가 없다.’ 및 중용의 ‘仁은 人이
다.’의 정현의 주석 ‘相人偶에서의 人자와 같은 의미이다.’ 등 몇 마디 말만 거론한다면 저절로 
21) 阮元，小滄浪筆談(台北:文選樓叢書本，藝文印書館，1966)，卷4, 31쪽 b면 : “古學者何? 商周之卿大夫

魯, 鄒之난聖賢, 秦漢之난儒是也.”
22) 揅經室四集 卷2, 1쪽 : “海內學人, 翕然依嚮. 言性天道, 無敢騁其虛悟. 禮度書文, 靡不通其原本, 庶幾

孔壁簡冊, 得以訓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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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해진다. 춘추시대에 공자 학파에서 말한 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공경과 예의, 忠恕 등의 일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相人偶라는 것은 사람이 상
대와 서로 만나는 것이다. 대체로 仁은 반드시 몸소 실행한 것에서 증험해야만 비로소 드러나며, 
또한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만 仁이 이에 드러난다. 만약 한 사람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재계하
고 거처하면서 눈을 감고 정좌하고 있다면 비록 德의 이치가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내 聖門
에서 말하는 仁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체로 선비와 일반 백성들의 仁은 宗族이나 鄕黨에
서 드러나고, 천하 제후들과 경대부들의 인은 국가와 臣民에게서 드러나니, 모두가 똑같이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相人偶의 도리이다. 이것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야만 仁이 이에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정현의 ‘相人偶’라는 주석은 곧 증자의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성취할 수 
없다.’와 중용의 ‘仁은 人이다.’ 및 논어의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
하고자 하면 남을 도달하게 한다.’는 내용의 요지이다. 가까운 곳에 그 예를 취할 수 있으니, 곧 
말이 달리고 말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23)23)완원의 ‘仁’에 대한 해석에서 그 핵심적인 의미
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전개되었다. (1) ‘인’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
니, 이른바 ‘相人偶가 仁’이라는 것이다. (2) ‘인’은 행위 속에서 드러나야 하니, ‘인’은 사건과 관
련된 말이지 심성론적인 언어가 아니다. (3) ‘인’은 차등과 단계가 있는 사랑이니, 박애나 평등의 
이론을 반대한다.

완원은 ｢論語論仁論｣ 속에서 兩漢과 魏晉의 문헌을 폭넓게 인용하여 ‘相人偶’가 당시 유행하
던 속어이며, 그 의미는 ‘너와 나[爾我]’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말이 당시에 매우 유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相人偶를 仁으로 여기는 것이 당시의 통설이었기 때문에 정현 등의 경전 해석 전문
가들은 오히려 익숙해서 살피지 않고 상세한 이론을 더하지 않은 것이다. 時勢가 변하고 상식이 
변질되자 相人偶 이론은 마침내 유가의 의미 영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仁자의 해석은 乾嘉 연
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썩은 부위가 다시 살아났으며, 완원의 손으로 잘못된 싹과 종자를 제거
하고 나서야 마침내 울창하게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유학의 광대한 영역을 크게 
감싸주었다. 완원의 ‘상인우’ 이론과 정약용의 ‘二人’ 이론은 서로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의미는 저절로 분명하기 때문에 애써 다시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仁은 사건과 관련된 말이지 심성론적인 언어가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 또한 정약용과 완원 
두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완원은 가령 맹자가 말한 “仁은 사람의 마음이며, 義는 사람의 
23) 阮元, 揅經室一集 卷8, 1‐2쪽 : “竊謂銓解仁字, 不必煩稱遠引, 但舉曾子 ｢制言｣篇 ‘仁之相與也. 널如

舟車然相濟達也. 人非人不濟，馬非馬不走，水非水不流.’ 及中庸篇 ‘仁者，人也.’ 鄭康成注 ‘네如相人偶
之人.’ 數語足自明矣. 春秋時孔門所謂仁也者，自此一人與比一人相人偶，而盡其敬禮忠恕等事之謂也. 相
人偶者，謂人之偶之也. 凡仁必於身所行者驗之而始見，亦必有二人而仁乃見. 若一人閉戶齊居，瞑目靜坐，
雖有德理在心，終不得指爲聖門所謂之仁矣. 蓋士庶人之仁 見於宗族鄉黨，天下난侯卿大夫之仁 見於國家
臣民，同一相人偶之道，是必人與人相偶 而仁乃見也. 鄭君相人偶之注，即曾子人非人不濟，中庸仁
者也，論語己立立人己達達人之旨. 能近取널，即馬走水流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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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다”를 해석하면서도 여전히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한다. 즉 ‘仁은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은 ‘마음이 곧 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仁은 사람이 마음으로 삼는 대상’을 의
미한다. “공자의 仁은 반드시 노인이나 어린아이라는 대상[老少]이 있어야만 비로소 편안하게 해
주고 품어주는 행동[安懷]으로 드러난다. 만약 마음이 드러나는 내용이 없는데 곧 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老僧이 수년 동안 面壁하면서 다만 자비심만 있게 되면 곧 仁의 일을 끝낼 
수 있고, 또한 이 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완원은 증자의 “당당하도다, 子張이여. 그렇
지만 함께 仁을 행하기는 어렵다”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爲仁｣편에서 仁은 반드
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조용히 앉아서 정숙하게 살피는 것을 仁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말하기를, ｢幷爲｣편은 곧 相人偶의 이론이다.” 완원은 仁이 사건과 관련된 말이지 
심리학(심성론)의 언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원칙은 시종 변함이 없다. 그는 유명한 ‘克己復
禮’의 의미를 해석할 때 더욱 더 긴 글을 지어서 仁과 心은 하나라는 이론을 반박하였다. 주자
의 ‘仁說’에서는 人心이 天地生物의 마음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다고 강론하고, 또한 心의 體用
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예를 들어 완원의 논점을 가지고 그것과 대조해 본다면, 완원이 상대
했던 이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매우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완원이 힘써 주장했던 ‘상인우’의 의미에서, 지극히 중요한 하나의 사고 지점은 바로 윤리의 
구조에 대한 논증이 지니는 의미이다. ‘倫理’는 무리의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정당한 규범을 의
미하며, 무리의 질서에는 분별과 차이가 설정되어 있다. 완원의 논점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仁
의 본질은 일종의 差異 原則의 운용이기 때문에 博愛나 平等, 理一을 포함하여 仁을 無差別로 
해석하는 어떠한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다. 완원은 유가의 경전 중에서도 논어와 효경 및 자
신이 편집하여 주석한 증자를 특히 중시하였다. 논어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할 필요
가 없겠지만, 그가 뒤의 두 전적, 그 중에서도 앞선 학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증자 10
편을 중시한 까닭에 대해서는 유의할 만하다.24)24)완원은 증자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君父를 
섬기고 師長을 공경하며, 朋友와 사귀고 子弟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揅經室集
에서 완원은 ‘仁’에 대해서 발현했는데, 이미 이 내용을 증자의 내용과 주석에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相人偶’ 및 ｢制言 上｣에서 말한 ‘人之相與’, ‘人非人不濟’ 등의 여러 이론은 증자에
서 이미 먼저 다루었다. 간단히 말해서 완원의 세계관 속에서 윤리의 구조는 곧 궁극적인 질서
이며, 그것은 이념과 현실의 통일이다. ‘윤리’는 倫으로써 이치를 삼는 것으로, 윤리의 구조를 초
월한 형이상학 혹은 종교의 통일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孟子論仁論｣의 주요한 논점은 ｢論語論仁論｣과 동일하지만, 맹자라는 책에는 비교적 많은 
24) 최근 上海博物館에서 ｢內禮｣가 수록된 글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대대례기 ｢曾子立孝｣에서 말한 

내용과 서로 비슷하며, 두 글이 출처를 같이 한다. 대대례기에 수록된 내용 중 증자와 관련된 10편의 
문장은 아마도 그 의의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완원이 홀로 앞서서 드러내 밝혔으니, 호걸
의 선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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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론적인 언어가 있고, 후세 心學에 대한 이 책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원은 지극히 혼
란스러운 그 책 속의 말들을 특별히 드러내 밝혔다. 먼저 ‘四端’의 의미에 대해서, 정약용은 일찍
이 ‘端’을 ‘本’ 혹은 ‘末’로 풀이하여, 동시대의 유학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였다. 완원은 비록 仁의 
‘本末’에 대해서 비교적 적게 언급했지만, ‘惻隱之心’은 단지 仁의 단서일 뿐이며, 결국 구체적인 
일 속에서 드러나야만 비로소 仁이라고 힘써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는 反內在論
이며, 또한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體(未發, 仁) - 用(已發, 惻隱之心)의 이분법을 반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완원은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미리 자각한 體를 가지고 本心을 증명하는 것을 반
대하고, 도덕 사건의 효과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孟子論仁論｣의 대부분의 논점은 모두 주자학을 겨냥하고 있지만, 완원의 비판은 단지 程朱에
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발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것은 良能이며,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良知이다. 어려서 손을 잡고 가는 2-3세 된 아이 중에 자신의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장성하여 자신의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仁이다.” 
완원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였다. “良은 실질[實]의 의미로, 숨겨진 오묘한 뜻이 없다. 이 良知
라는 두 글자는 단지 맹자가 우연히 언급했을 뿐이다. 良貴와 마찬가지로 맹자 7편 중에서 가
장 중요한 말이 결코 아니다. 요컨대 良能이라는 두 글자가 양지보다 더 중요하며, 이것은 仁을 
가득 채워서 은혜를 확대시키는 도리이다. 왕양명이 그 뜻을 어디에서 취했는지 이해하지 못하
겠는데, 그는 양지가 성현들이 마음을 전하는 비법이라고 여겼다.” 만약 맹자의 본문에 입각해
서 말한다면, 완원의 비판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맹자의 ‘양지’가 혹 특정한 심성론적 술
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왕양명의 良知說은 맹자 본문의 말뜻과 부합된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철학적인 함의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평가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같지 않다. 문헌의 어의와 부합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맹자가 말하려는 요지와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완원은 
왕양명이 무엇 때문에 양지를 특별히 중시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완원의 ‘이해하지 못한다
[不解]’는 말은 은미한 말로 정곡을 찌른 것으로, 언외의 뜻이 있다. 사실 이 문장 다음에 완원은 
왕양명의 주장이 사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역시 ‘內塔外臺’의 사례라고 제기하였다. 완
원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는데, 그 문장의 논점이 ｢탑성설｣의 주요한 요지와 서로 비슷하다
는 것은 여기에서는 부언하지 않는다. 

완원과 정약용은 단지 ‘仁’에 대한 해석에서 서로 드러내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理學家들의 
심성론적 형이상학에 의거한 경전의 문자에 대한 해석도 또한 정확하게 일치한다. 완원의 性에 
대한 해석은 욕망을 특히 중시하기 때문에 주체적이다. 心에 대한 해석은 ‘纖’이라는 의미와 ‘尖
心’을 위주로 하지 ‘本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더 첨예하다. 앞선 
학자들 중에서 程朱의 ‘心’ 이론을 반대했던 사람이 적지 않지만, 완원처럼 언어학적 재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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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어 와서 대담하게 ‘纖細’나 ‘尖心’을 가지고 경전 문자의 해석에 적절하게 투입한 사람은 거
의 없다. ‘尖心’과 大乘起信論에서 말한 “하나의 法界로서 전체이면서 보편, 영원성인 대총상
(大總相)이며, 참된 法이며, 열반에 들어가는 門이요 體[一法界大總相法門體]”인 如來藏心, 혹은 
주자가 말한 “모든 이치를 갖추고서 만사에 응하는[具衆理而應萬事]” 本心을 비교하면 둘 사이의 
거리는 이미 헤아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완원의 ‘심’에 대한 해석은 지극히 눈부시고 아름다
운 관념의 모험을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理學에 대한 완원의 비판은 단지 심성론적인 언어에만 그친 것이 아니며, 사실 경서 속에 만
약 심성론적 혹은 형이상학적 언어가 있기만 하면 완원은 그것들을 모두 인간 세계의 행위로 투
사하였다. 완원은 ‘一貫’에 대한 해석에서 ‘一’은 ‘皆’이고, ‘貫’은 ‘행동[行]이자 일[事]’이라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一貫’은 보통의 언어로 변화되었으며, 특수한 철학적 언어가 아니다. ‘格物’의 해석
에서는 ‘物’은 ‘事’이며, ‘格’은 ‘至’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격물’은 “가정과 국가, 천하의 일이 곧 
지극히 선한 五倫에서 그치는 것”이다.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
한 특이한 해석들을 완원의 저작 속에서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25)25)

완원은 乾嘉시대 학문의 권위자이자 학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명성과 기세가 혁
혁하였기 때문에 지위가 높고 권세가 존귀하고 막중하였으며, 청대 고증학의 사조를 종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비록 정약용과 같이 경학 전체를 연구하는 방법을 취하여 사서와 육경 
전체에 주석을 달고, 주석으로 논의를 대신하여 理學 중심의 세계에서 反理學의 기치를 우뚝 세
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완원은 그와는 다른 전술을 운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스스로 저술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서원을 설립하고, 여러 경전을 판각했으며, 學政을 주관하였다. 그가 
주편한 皇淸經解와 十三經注疏, 經籍纂詁 등의 여러 저작들은 책의 양과 내용이 풍부하
고, 매우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그 영향력은 정약용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두 사람의 영
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또는 두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두 사람의 착안점과 논증이 의외로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仁’은 유가의 가장 중요한 의리인데, 이러한 중요한 의리에 대해서 완원이 의론할 때, 그 이론의 
전개 범위는 단지 字義의 측면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그는 理學이라는 방으로 들어가 창을 쥐
고 싸우면서, 리학의 핵심인 심성론과 형이상학, 공부론 등 여러 영역에서 ‘아래로 향하는[下迴
向]’ 노선을 제시하였다. 그가 일으킨 맹렬한 바람과 강렬한 불꽃은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완원의 신분은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학관을 놓고 말한다

25) ‘心’, ‘格物’, ‘一貫’을 해석한 문장은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揅經室一集 권1에 수록된 ｢釋心｣과 권2
에 수록된 ｢論語一貫說｣, ｢大學格物說｣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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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는 학관과 과거시험을 매개로 삼아서 주자의 사서집주을 핵심으로 한 유가의 가치체계를 
유지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또 다른 중요한 신분은 곡부 공자 집안의 사위인데, 완원
과 공자 집안이 혼인을 맺어서 공자 집안의 여인과 재혼하였다.26)26)이것은 완원의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특히 유학자로서의 신분이 매우 중시되었다. 이러한 신분을 갖춘 사람이 만약 심각
한 말을 한다면 아마도 개인적인 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다. 직무에서의 역할과 공자 집안의 
사위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완원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인을 대신해서 立言했다는 연상을 
피하기가 어렵다. 완원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민감한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仁을 해석한 그의 여
러 이론들이 더욱더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5. 相偶的 윤리학
유학에서의 仁 개념의 위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인에 대한 해

석의 관점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점도 역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陳榮捷은 ‘仁’의 字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토론한 글에서, ‘인’에 대해 논의한 고금의 이론을 7종류로 귀결지었다. (1) 
공자의 全德之仁. (2) 사랑으로 仁을 말한 경우. (3) 博愛를 仁이라고 말한 경우. (4) 仁은 性이
요 理, 그리고 理一分殊. (5) 仁은 천지만물을 一體로 삼는다. (6) 仁과 生生 (7) 마음의 德, 사
랑의 이치.27)27)이상의 7가지 의미 중에서 뒤의 4종류는 理學家들이 특히 중요시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7가지 의미 중에서 ‘사랑으로 인을 말한 경우’ 및 ‘박애를 인이라고 말한 경우’는 
같은 종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양자는 모두 ‘사랑[愛]’이라는 情感의 측면에서 인을 논의한 것이
다. 그리고 네 번째인 ‘인은 性이요 理’와 일곱 번째인 ‘마음의 덕, 사랑의 이치’도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性理觀의 ‘仁’ 학설이다. 따라서 7가지 주장은 사실은 5종류이며, 이 
5종류가 대체로 ‘인’자의 해석사를 포괄하고 있다.

陳榮捷 선생의 저술은 언제나 무던하면서도 치 한 것이 장점이며, 주도면 하게 정리하고 귀
납한 노력은 당시에 독보적이었다. 그런데 매우 의외로 ‘相人偶가 仁’ 혹은 ‘二人이 仁’이라는 독
특한 관점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진선생처럼 박식할 뿐만 아니라 평소
에 조선의 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조차도 정약용과 완원의 이론을 소홀히 다

26) 완원은 처음에 江振i의 여식에게 장가들었는데, 건륭 壬子에 강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
난 지 4년 후, 완원의 나이 33세 때 공자 집안의 따님인 孔璐華에게 다시 장가들었다. 

27) 陳榮捷의 ｢仁的概念之關懷與歐美之詮釋｣을 참조. 이 글은 王陽明與禪(台北:學生書局，1984), 7-14쪽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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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론이 과거에는 더욱 더 홀시받았던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혹 그들의 이론이 그렇게 경시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론과 진선생이 
파악하고 있던 리학의 仁說이 그 차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또한 대립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
였으며, 그들의 이론이 매우 높은 이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는 진선생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의도적으로 피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정말로 후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선생이 
유학에서 매우 귀중한 이론 자원을 빠뜨렸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약용의 ‘두 사람이 仁’이라는 이론과 완원의 ‘相人偶가 仁’이라는 이론의 논리 구조는 매우 
가까운데, 두 이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관계였는지의 여부는 말하기가 힘들다. 청나라 시
기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사신의 왕래를 통해서 지식정보의 유통이 그다지 폐쇄적이지는 않았
다. 정약용의 글 속에 완원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완원이라는 인물과 그의 학
문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다. 다만 ‘相人偶가 仁’이라는 이론이 비록 완원에 의해서 논의되
기는 하였지만, 그 전에 그것을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정약용은 경서에 
대한 연구가 매우 깊었기 때문에 정현의 ‘相人偶’라는 注解에 대해서도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약용과 완원 사이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
었는지에 상관없이 필자는 이러한 영향이 기본적으로는 단지 부차적인 원인이며, 근본적인 원인
은 바로 두 사람이 程朱 리학이 주도적인 역량을 점유하고 있던 문화적 환경 속에 생활했기 때
문에 두 사람 모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통의 지식자원을 각각 향유하였다. 따라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유사한 이론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 사이에 어떤 모종의 
영향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이론에 대한 진술은 그들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수립하
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유학사에서 그들이 지니는 중요한 의의는 또한 그들이 형이상학적이고 
공통적인 정주 성리학에 반대하고, 그것을 대신한 일종의 ‘相偶的 倫理學’을 창조했다는 데 있다.

‘相偶性’이라는 말은 필자가 정약용의 ‘二人爲仁’과 완원의 ‘相人偶’ 이론에서 취한 것이다. ‘二
人’은 곧 짝[對偶]이며, ‘상인우’도 또한 너와 내가 함께 서 있는 일종의 對偶性이다. ‘相偶’라는 
말은 원래 ‘對偶’라는 말로 대신해도 괜찮겠지만, ‘對偶’라는 말은 공간적인 대조 관계로 흐리기 
쉬우며, 베르그송(Bergson)의 해석에 의하면 생명의 본질은 시간적인 流動인데, 이러한 유동이 
고정되고 정지된 상태로 변하게 되면 시간적 사고는 공간적 사고로 변하며, 생명은 곧 異化하게 
된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 동의한다. ‘仁’은 對偶 이외에도 또한 對偶 사이의 유
통이라는 의미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際’, ‘與’, ‘間’ 등의 여러 글자를 
‘대우’보다 더 중시한 까닭이다. ‘際’자를 예로 들어보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한 
사람과 상대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교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사람 사이의 교제를 잘
하면 효도, 공경, 우애, 사랑, 충성, 믿음, 화목, 고상함이 되며, 이 교제를 잘하지 못하면 어긋
남, 거스림, 완악함, 사나움, 간사함, 사특함, 크게 흉함, 큰 악이 된다. 우리의 도는 무엇을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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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가? 단지 사람 사이의 교제를 잘 하는 것에 불과하다. …… 수많은 말들과 經禮 三百과 
曲禮 三千은 너무나 그 종류가 많고 넓어서 모두 다 연구하여 배울 수 없다. 그 귀결점을 요약
한다면 단지 교제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28)28)정약용이 사용한 ‘與’자 혹은 ‘間’
자는29)29)그 의미가 대략 서로 같다. ‘偶’자와 ‘際’, ‘與’, ‘間’ 등 여러 글자는 그 의미가 서로 비슷
하지만, 서로 비교해 보면 ‘偶’자는 대화, 대면이라는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글자로 
상치할 수 있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

‘偶’자는 다른 글자로 상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相’자도 또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완원에게 ｢釋相｣30)이라는30)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相’의 본 글자가 ‘襄’이라고 지적했는데, 
‘옷을 벗고 밭을 간다.’는 의미의 이른바 襄자는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며, 범범하게 말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밭을 가는 자는 반드시 같이 밭을 가는 짝[耦]이 있기 때문에 단지 耦라고
만 말하더라도 곧 돕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른바 相人偶라고 할 때의 偶자의 의미이
다. …… 일을 할 때 서로 돕는 것을 모두 襄이라고 한다.” 襄에는 ‘因’이라는 뜻도 있는데, “두 
사람이나 두 가지 일에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相자를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데, 예를 들
면 相成·相佐·相偶와 같은 종류가 그것이다.” 필자의 ‘相偶’ 이론은 바로 완원의 이 글에서 말
한 내용을 취한 것이다. ‘相’, ‘偶’ 두 글자는 모두 ‘相互’라는 뜻이 있으며, 두 글자를 이어서 사
용하면 서로 간에 對流한다는 의미가 다시 더 추가된다. 

‘相’, ‘偶’, ‘際’, ‘兩’, ‘對’, ‘與’, ‘間’ 등의 말은 그 의미가 대부분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동의어 중에서 필자는 ‘相’과 ‘偶’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相偶’는 ‘相人偶’를 축
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상인우’보다 다소 나은 이유는 ‘상인우’가 비록 양한시대
의 속어이기는 하지만 이미 고어가 되어 버렸고, ‘상우’는 비교적 현대 중국어의 용법과 가까워
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相偶性’은 인간의 존재 상태가 본래 이와 같고, 또한 마
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는 현상학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우’의 단계에는 깊이의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우’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
약용과 완원은 ‘善於際’나 ‘一以貫之’ 등의 여러 말들의 함축적 의미를 논의할 때, 관건은 곧 하
나의 ‘恕’자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서’자는 마음을 같이하는 것[如心]으로, 일종의 同情이라는 감
수성이다. 동정이라는 감수성이 있으면 곧 주체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된다. ‘仁’은 주체 밖에 
28) 論語古今注 卷7, 43-44쪽 : “我一人彼一人，兩人之間則生交際. 善於際則爲孝, 爲弟, 爲友, 爲慈, 爲忠, 

爲信, 爲睦, 爲嫺，不善於際則爲悖, 爲逆, 爲頑, 爲囂, 爲奸, 爲慝, 爲元凶, 爲大憝. 吾道何爲者也，不過
爲善於其際耳. …… 千言萬語，而經禮三百, 曲禮三千，枝枝葉葉，段段片片，浩浩漫漫，不可究學，要其
歸，不過曰善於際也.”

29) 예를 들면 ｢與李汝弘(甲戌十月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天地間萬善萬惡，有不由於人與人
之相與者乎? 三綱五倫，人與人之相與也. 三物九經，人與人之相與也. 六經所戒，五禮所接，千聖之所
訓，皆人與人之相與也.”

30) 이 글은 揅經室一集 卷1, 23-25쪽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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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대와의 교감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상대와의 교감적 관계’라는 말은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필자는 그것을 ‘相偶性’이라고 호칭

한다. 필자가 이 말을 제시한 것은 18세기에 동아시아 유학 집단에서 나온 하나의 중요한 개념
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개념은 진정한 도덕이 內心의 세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발王의 개념이 아니다. 또한 초월적인 피안에도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程朱의 개념도 아
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활동적인 관계이다. 상호 활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
간의 주체성은 고립적으로 內在化될 수 없지만, 도덕 역시 주체성을 떠나서 外在化될 수는 없으
며,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활동성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관계’는 ‘주체’와 ‘주체’ 사이
의 외재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것은 당연히 ‘주체’와 ‘주체’가 상호 관계를 맺는 관련
이다. 또 ‘仁’이라는 ‘관계’는 공간적인 위치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당연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정립해야 한다. 만약 굳이 ‘內在’라는 말로 표현해야만 한다면 필자는 정약용과 완원의 학문은 
주체의 내재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우성’의 윤리학이 ‘주체’ 관념이라는 새로운 범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체성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과 완원 두 사람이 ‘二人爲仁’ 및 ‘相人偶’라는 仁說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한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心·性·理·命 개념을 타파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엄 하게 말해서 ‘상우성’의 윤리관과 有限人性論의 건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상우성’의 윤리를 제기하는 것과 無限人性論을 비판하는 것은 같은 전쟁터
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진지에서 싸우는 전쟁이다.

정약용과 완원의 ‘仁’에 대한 논의는 매우 큰 특색이 있지만, 두 사람의 인설은 기본적으로 하
나의 커다란 시대사조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리학이 주자에 의해 완전한 체계가 수립된 이후
에 줄곧 그와 동반해서 대립적인 사조가 함께 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리학 내부의 
파벌, 예를 들면 육왕의 학문과 정주학파의 쟁론도 매우 격렬했는데, 그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외부의 논적이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주자의 시
대에 葉適이나 陳亮 등의 인물이 별도로 새로운 주장을 세웠으며, 이러한 새로운 주장들은 주자
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론의 성숙이나 시대적 풍조에 미친 영향이
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필자는 명나라 중엽 이후 王廷相이나 吳蘇原으로 대표되는 反理學 사
조로부터 비로소 은연중에 완성된 형태가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조는 이후에 혹은 영
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혹은 각각 독립적인 발생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도 또한 
사상에서의 동조를 볼 수 있었다. 16세기 이후의 반리학 학자들도 모두가 다 동질적인 것은 아
니며, 그들 사이에도 또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규 소라
이(荻生徂徠)와 이또 진사이(伊藤仁齋)의 관계가 그러하다. 다만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理學家들
이 天道와 性命을 통해서 새로운 유학 체계를 건립했기 때문에 이들 반리학적 異議를 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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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가들도 역시 통상적으로는 역으로 천도와 성명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정하
는 원시유학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였다.

만약 정약용, 완원과 前期의 반리학적 이의를 제기했던 철학가들의 관점을 비교해 보면 그들 
사이의 확실한 이론 답습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리학적 유학자들은 전후기
에 관계없이 거의 한결같이 초월적인 인성을 반대하고 초월적인 성리학설을 반대했으며, 또한 
본체우주론적인 설명을 반대하였다. 우리는 王廷相, 吳蘇原, 伊藤仁齋, 戴震의 서로 관련된 논점
을 가지고 정약용이나 완원과 대조해 보면 그 가운데에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리
학 계통의 약점을 타파함과 동시에 그들은 다른 한편 통상적으로 윤리적 혹은 예악적 문화세계
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伊藤仁齋와 戴震에게서 情性에 부합하는 윤리학에 대한 
강렬한 갈구를 발견할 수 있다.

초기의 반리학 학자, 그 중에서도 특히 伊藤仁齋와 戴震이라는 두 명의 대학자로부터 우리는 
情性 윤리학으로의 회귀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伊藤仁齋는 仁義의 이론을 강론했으
며, 戴震은 絜矩之道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그 목적은 모두 인륜적 합리관계를 수립하는 것
이다. 伊藤仁齋와 戴震은 사변력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경전 해석 능력도 또한 강했기 때문
에 세상에 보기 드문 유학의 영웅적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반리학적 조류 속에서 가장 
선두에서 지휘하는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古義를 발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
나의 획기적인 개념적 도구를 구축하여 유학의 체계를 새롭게 조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새로운 
윤리에 대한 이러한 추구는 18세기의 정약용과 완원 두 사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의 서로 
상응하는 개념적 도구가 환기됨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것은 비교적 철저한 개념의 혁신이
라고 할 만하다. ‘仁’은 더 이상 심리학적인 일도 정치학적인 일도 아니며,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화하면서 합리적인 관계이다.

‘相人偶’ 혹은 ‘二人爲仁’ 이론을 보면 아마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이 쉽게 연상될 것이다. 즉 상호주체(Husserl), 대화(Bakhtin), 일반화된 타자(H. 
Mead), 나와 너(M. Buber), 관계(和辻哲郞) 등의 여러 가지 이론이다. 만약 몇 사람을 더 거론
한다면 필자는 칼 마르크스(K. Marx)의 ‘관계’론과 라캉(Lacan)의 ‘환상 이론’을 추가하는데 반대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거론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20세기 초기에 
형성된 이러한 이론들은 비록 그 기원이 같지 않고(예를 들면 훗설의 이론은 현상학에서 나왔고, 
미드의 이론은 사회행위이론에서 나왔다), 궁극적인 목적도 같지 않지만(예를 들면 부버의 관계 
신학은 와쓰지 데쓰로의 儒彿 관계와는 다르다), 그들은 모두 주체에게는 대상을 향하는 ‘對偶性’
의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체가 지니는 의미는 
주체 내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20세기의 이러
한 이론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헤겔 정신현상학의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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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 이미 상호 주체성 이론이 전제되어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혹은 상호 주체성과 
유사한 이론이 또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약용과 완원의 ‘相偶性’은 앞에서 서술한 동서양의 여러 이론과 비교하면, ‘고립적인 주체’에 
반대하는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의 구축에서 ‘타자’와의 본질적인 관련 역시 긍
정한다. 따라서 정약용과 완원의 이론은 더욱 더 강한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들 윤리학
의 성격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약 수많은 윤리관계 
속의 존재라면 인간은 곧 서로 다른 맥락의 각종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성격을 지닌다. 
우리는 정약용과 완원이 원시유학의 윤리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주의 性理 세계관을 반대했음
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가의 윤리가 지니는 성격은 父子, 兄弟, 夫婦, 君臣, 朋友 두 사람 사이
의 매우 강한 相待相生의 성격을 영원히 지니고 있다. 만약 더 나아가 앞에서 서술한 20세기의 
여러 이론 중에서 이 두 사람의 이론과 비교적 서로 가까운 것을 찾는다면 필자는 바흐친의 ‘대
화’와 부퍼의 ‘나와 너’의 이론이 그 속에 흐르는 의식이 비교적 서로 가깝다고 생각한다.  

정약용과 완원의 이론은 佛老 理學에 상대해서 발생했는데, 리학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 진실
로 공평한지의 여부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주체 - 상우성 - 윤리의 관계를 
만약 깊이 탐구해간다면 이론적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程朱이든 발王이든 상관없이 理學家들 중에 대체로 그들의 학설에 인간 존재의 
交感性을 고려한 요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며, 또한 그들의 사상과 윤리의 대답 속에 
관계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말에 너무 자신이 넘치게 되면 언제나 과격
해질 수밖에 없으니, 方東樹 등의 반발이 당연히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정
약용과 완원의 반리학이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두 가지의 사조가 원래부
터 서로 다른 관심 분야가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본성을 다하고 명을 아는 것은 
孝弟에 근본한다”는 理學家들의 윤리적 요구는 언제나 본체의 체득을 통한 증명과 본체를 꿰뚫
어 이해하는 상태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약용과 완원의 윤리적 관심에서는 인간이 곧 
사회적 존재이자 윤리적 측면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상우성’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이며, 
이것의 배후에 다시 통일적인 원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체와의 관련을 벗어나서 다루는 對偶性의 전승관계나 분파 등은 이미 본 논문의 범위를 벗
어날 뿐만 아니라 필자가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만, 다만 다음의 사실은 믿을 수 있을 것
이다. 즉 정약용과 완원의 이론을 상호 주체성―對話性―이라는 관계의 측면에서 진술된 이러한 
계열의 이론과 함께 놓고 고찰한다면 그들의 이론 수립은 이러한 계열의 이론에 비해 전혀 손색
이 없으며, 그 시기 또한 대부분 서양 학자들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이다. 학술적 맥락을 분명하
게 밝히지 않은 비교는 혹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사상의 의제를 가
지고 참고할 경우, 우리는 정약용과 완원의 ‘현대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과 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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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학의 전통 속에서 ‘타자’에 대해서 논의한 가장 중요한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동양적 색채
가 상당히 짙은 ‘관계적 타자[倫際性他者]’를 갖춘 유가 사상가이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하더라도 
그 판단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 정약용, 阮元, 朱子, 性理, 相偶性, 타자, 仁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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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en as the ethics of companion - Chong Yag-yong and 
Ruan Yuan

Rur-Bin Yang *
31)
Chong Yag-yong (丁若鏞) and Ruan Yuan (阮元) lived in the same period and 

confronted with enormous pressure of the imperial ideology -- Cheng-Zhu’s doctrine 
(程朱理學). Coincidentally, both of them proposed the ethics of companion (相偶性的
倫理學). Early in the Han dynasty , “Jen”(仁) had been interpreted as “companion”
(相人偶). But this interpretation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The ethics of 
companion radically opposed to the transcendental point of view that defines Jen in 
the light of Xing-li (性理) it also refuted the viewpoint of natural philosophy which 
interpreted “Jen” as “Shen”(生); it disapproved the most popular explanation that 
“Jen” is love, either. They advocated the companionate morality, which means 
morality only exists between human beings. In other words, morality is the ethics of 
the reasonable mutual relationship and the essential meaning of “ethics” is the 
morality which originated from human’s act toward the others. Among those 
Confucian explanations of “Jen”, “companion” is the most modern sense of one, 
because it could indicate the existence of “the other”. There’s no reliable evidence 
showing that Chong and Ruan influenced each other — though they shared the 
same insight. This case demonstrates that thoughts have their inner dynamic power 
to develop themselves. Under the parallel conditions, people could develop the 
similar theories individually. 

Key Words : Chong Yag-yong, Ruan Yuan, Zhu Xi, Xing-li, companion, the other, 
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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