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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은 각각 타자의 사유를 통해 자기 철학을 강화하고 연장
하고자 한 동서양의 두 철학자 라이프니츠와 정약용의 철학적 관심과 문제
의식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동시대 다른 학자들과 달리
중국에 대해 객관적 태도와 문제의식으로 접근해 신유학적 전통으로부터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읽는다. 그는 이로부터 우주의 구조에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도덕 형이상학의 의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라
이프니츠는 리를 질료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롱고바르디나 생트 마리의
주장을 논박하고 리에서 예정조화로 파악된 신과의 유사성을 읽는다. 더
나아가 그는 리에서 신과 같은 지성적 본성과 완전성을 발견함으로써 기계
론적 세계관을 넘어서서 도덕 형이상학의 의의를 인류 전체로부터 확인하
고자 한다.
정약용 역시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인격적 상제와의 관계 속에 정초함으
로써 세계를 비인격적 원리의 작용으로 읽고자 하는 주자학의 독법을 벗어
나 새로운 도덕 형이상학을 구성하고자 한다. 정약용은 서학으로부터의 지
적 계발을 통해 이기론을 벗어나 상제라는 인격적 존재를 통해 도덕적 실
천의 구조와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상제를 철학적 맥락에서
다루면서도 인격성을 배제하고자 했던 주희나 퇴계와 다른 경로로 향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상제는 경배의 대상이나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과 다르지만 상제를 통해 주자학에 없었던 일종의 자연신학적 측
면이 유학 안에 관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이들이
* 이 논문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학술 심포지엄 ‘다산
사상과 서학’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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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서로를 향해 마주보게 된다. 결국 이들의 사유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유사성은 개별적 담론이나 자연신학 등의 특정 용어에 갇히지 않
는, 우주와 인간의 조화와 질서를 위한 도덕 형이상학의 확장이라는 이들
의 공통적 철학적 목표를 통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Ⅰ. 동서양의 보편학자
학문적 관심의 범위와 집필한 원고의 양만으로 본다면 ‘보편학자
(Universalgelehrte)’라는 별칭은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에게 뿐 아니라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도 어
울린다. 라이프니츠는 철학과 수학뿐만 아니라 평생에 정치, 종교, 법
률, 경제, 수학, 의학, 언어학, 지리학 등 수많은 범위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박학자였고 수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교환한 열정적인 학자였
다.1) 학문의 양과 범위로 본다면 정약용도 라이프니츠 못지않다. 라
이프니츠와 다산은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학문적 배경에서 각자
의 문제의식에 따라 나름의 철학적 주제를 연구했다. 그러므로 이들
을 한자리에 놓고 바라보려는 시도는 멀고 먼 우회의 길이거나 희미
한 궤적의 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래의 사유에 반
응했고 이 외래의 사유와 세계관을 자기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와 연
결하는 창조적 변용을 시도했다는 점에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다.
자기 지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위에서 독특한 철학적 문제와
씨름했지만 낯선 ‘타자’를 진지한 태도로 바라보면서 이를 자기 철학
에 끌어들이는 모험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서로 다른 배경에
서 출발했지만 철학적 전략과 지향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두 동서양의
철학자를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라이프니츠의 경우 라이프니츠 문서보관소(Leibniz Archiv)에는 현재
200,000여장의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며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편
지 역시 천여 통이 넘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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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들의 외래 사유에 대한 관심과 도전, 그리고 철학적 종
합의 시도는 다양한 각도와 태도로 연구되어 왔다. 라이프니츠 철학
에서 중국 철학과의 관계는 지엽적으로 다루어질 뿐이지만2) 여러 연
구자들이 참여한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3) 흥미로운 것은 이
런 연구들 가운데 라이프니츠 철학, 특히 모나드론과 형이상학 논
고 등 만년의 사상에 대한 중국 철학의 영향을 부정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점이다.4) 유사하기는 하지만 ‘영향을 받을 정도로
중국 철학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5)는 것이다. 이런 연구가 하
나의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여전히 유럽의 시각에서 중국 철학을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다산에 있어서도
동일한 상황이 재현된다. 다산 역시 서학의 ‘영향’에 관한 지리한 논
쟁이 반복되는 문제의 철학자다. 수많은 연구자가 ‘서학과의 연관성’
문제를 다루었지만 대체적인 주장은 그 영향은 젊은 시절의 호기심에
2) 일반적인 라이프니츠 연구서나 철학적 평전들은 중국 철학과의 관계 문
제를 다루지 않는다.
3)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David E. Mungello, Leibniz and Confucianism:
the search for accord,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7.,
“Leibniz’s interpretation of Neo-Confucianism”, Philosophy East and
West Vol.21, 1971., “Malebranche and Chinese Philosoph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41, 1980. Donald F. Lach, “Leibniz and China”,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6, 1945.
4) 이런 연구에서는 라이프니츠와 화엄 철학, 주희의 이기론 간의 상당한 유
사성을 발견하고도 이를 ‘영향’으로 읽지 않고자 주의를 기울인다. 니덤에
대한 쿡과 로즈몽의 비판이 대표적이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유기체 철
학(philisophy of organism)’으로 포착하고 이를 신유학과의 연관 관계 속
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니담의 주장은 많은 동의를 얻었지만 그만큼 많이
거부되었다. 쿡과 로즈몽은 라이프니츠가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가졌고 그의 형이상학에 서양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
어 있었으며, 그의 형이상학의 적소들에 신유학의 사변 철학과의 공통점
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후기 철학에 신유학의 영향이 없었다
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나드론에 신유학의 영향이 있다는 니덤의 주장이
단지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에 기초할 뿐이라고 일축한다.
Daniel J. Cook and Henry Rosemont, Jr. “The Pre-Established Harmony
between Leibniz and Chinese Though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42, No. 2, 1981. p.255.
5) 안종수, 앞의 논문,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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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며, 더 중요한 것은 유학 내의 전통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사유
의 연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타자에 대한 진지한 탐
구와 스스로 표출한 유사성을 왜 ‘영향’이라는 말로 읽을 수 없는 것
일까? 이 저항과 거부가 단순히 학문적 문제인지 혹은 모종의 심리적
저항이 학문적으로 표출된 것인지 판가름하기 애매하다.
사상 안에서의 ‘영향’이란 외연과 내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
운 일종의 화학적 변용이며 자기 사유를 통한 조명의 결과이지 결코
외래 사유를 복제하거나 자기 철학 안에 외래 사유의 자리를 만드는
과정일 리 없다. 외래 사유의 ‘영향’이 ‘복제’나 ‘이식’이 아니라면 사
실 라이프니츠에 대한 중국 철학의 ‘영향’은 이미 그의 관심 단계에
성립하는 사건이다. 이는 다산도 마찬가지다. 철학자로서 자기 사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낯선 외래의, 그것도 여전히 관계가 모호한
이단의 사유에 관심을 두는가? 자신의 사상적 발전에 어떤 계발을 줄
수 없다면 평생에 걸쳐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
상과 철학에 있어서의 ‘영향’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모호한 현상이
다. ‘관심’은 ‘강도’의 문제지 객관적으로 분류되거나 개별 단위로 분
석할 수 없다. 철학자들은 여러 철학적 전통과 담론들을 검토하면서
이를 의식적으로 계승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
적으로 자기 철학 안으로 들여와 자기 맥락과 연결하기도 한다. 이
변용의 과정을 분명하고 표면적인 증거만을 요구하는 ‘영향’ 문제로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는 학문 간의 소통을 처음부터 제한하고 각자
자기 전통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강박적 태도의 산물일 수 있다.
물론 라이프니츠도 다산도 외래 사유를 그대로 자기 철학에 이식
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태도로 검토했고 어떤 부분은 의식적으로 검
토하고 객관화했지만 어떤 부분은 자기 철학과의 연접 과정에서 내면
화했을 것이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사상적 전개의 과정은 문헌 연구
나 분석만으로 포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들은 자기 사
상의 뿌리에서 이미 모종의 싹과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보다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외래의 사유로부터 어떤 지적 계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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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지적 ‘계발’과 ‘자극’을 영향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마치 두 세계가 닫힌 것처럼 서로에서 타
자의 그림자를 억지로 지우거나 혹은 이들의 의도와 의식적으로 표출
한 결론을 넘어서 과잉적으로 연결하려는 태도는 학문 간의 소통과
대화를 막을 수 있다.

Ⅱ. 라이프니츠의 신과 리
1. 자연신학을 위하여
예수회를 통해 대면한 중국이라는 타자의 등장은 유럽 지식인들에
게 유럽의 지적 전통이 축적해 온 내적 균열과 분화의 실질적 의미
와 양상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 철학은
유럽인들의 ‘문제의식’에 연결되어 있다. 당시 유럽 지식인들에게 중
국은 자신들이 부딪친 종교적, 철학적 문제 앞에 나타난, 희망과 불
안이 투영된 일종의 거울이자 또 다른 자아였을 것이다. 라이프니츠
나 볼프, 케네나 볼테르가 중국으로부터 희망을 보았다면 이들을 반
대하고 검열하며 비판했던 이들은 불안을 보았을 것이다.
‘다른 동시대 서구 철학자들과 달리, 말브랑슈, 라이프니츠, 볼프는
중국 사상을 ‘철학’으로 중국 사상가들을 “철학자”로 부르기를 주저
하지 않았다.’6) 물론 사실상 자신들의 철학적 관심을 중국이라는 외
래의 사유에 투영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한 것에 가까울 것이다.7) 그러

6) Young Ahn Kang, ｢European Philosophers of the 17 th and 18 th Centuries
on Chinese Natural Theology :A Case of Philosophical Dialogue｣ 철학
논집 19집, 2009, 9쪽
7) 볼테르, 말브랑슈, 베일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제자였던 볼프가 중국 철학
을 논한 바 있고 이들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이들의 중국 철학에 대한 접근은 일회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논쟁과 예수회
에 대한 옹호와 공격에 대한 호기심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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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이프니츠는 누구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태도로 중국의 지적 전
통과 대화를 시도한다. 중국과 중국철학에 대한 그의 연구는 보편문
자(characteristica universalis)에 관심을 가졌던 십대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평생 지속될 만큼 핵심적인 문제였다.8) 이는 중국 철학의
이해가 그의 철학 안에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잘 알려져 있듯 그는 보편적 이성을 믿었고 기계론적 세계관이 붕
괴시킬 수도 있는 자연신학의 가치와 의의를 믿었으며 이성에 기초한
온 세계의 일치와 조화를 믿는 화해의 철학자였다. 그는 동시대 다른
학자들과 달리 보편적 이성에 중국적 사유를 포함시켰고 기계론과 다
른 유기체 철학의 가능성과 자연신학의 의의를 신유학에서 발견하였
으며 이를 자기 철학 안에 통합시켜 동시대 유럽인들을 설득시키고자
했다. ‘중국’은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철학적 이념을 일관되게 펼쳐나
가는 과정에서 만난 새로운 사상적 세계였다. 자기 철학의 정당성과
의의를 지원하고 확인시켜 줄 외부의 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역시 모종의 문제의식으로, 자기 철학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중국 철학에 접근했다. ｢중국인의 자연신학론｣ 역시 라
이프니츠가 형성해 온 문제의식 중 하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바로 ‘자연신학’에 관한 문제다.
｢중국인의 자연신학론(Discourse on the Natural Theology of the
Chinese)｣은 ‘중국 문제에 관해 수십 년간 그가 기울여온 관심의 정
점(culmination)’9)으로 평가받는다. 이 저술의 목적은 중국에 기독교
의 자연종교－자연신학과 비교될만한 교리와 자연신학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라이프니츠가 ｢중국인의 자연신학론｣ 즉 르
8) 먼젤로는 중국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관심을 네 단계로 나눈다. David E.
Mungello, Leibniz and Confucianism,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7.
p.41. 그의 사상에서 중국과 중국 철학에 대한 관심은 평생에 걸쳐 보편
문자부터 중국 의학, 신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궤적으로 나타났다.
9) Albert Ribas “Leibniz’ “Discourse on the Natural Theology of the
Chinese” and the Leibniz-Clarke Controversy”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53, No. 1.,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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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Nicholas de Remond)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던 시기10)는 클라크
(Clarke)와 편지를 교환하며 논쟁했던 시기(1715년-1716년)와 겹친
다.11) 이 편지 작성과 교환은 1716년 11월 라이프니츠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루어졌다.12) 이를 통해 라이프니츠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주제가 ‘자연종교－자연신학’ 문제였음이 확인된다.
이 편지 논쟁은 ’18세기 뉴턴의 수학 철학과 라이프니츠의 형이상
학적 철학의 최종 결투’13)라고 평가받는다. 이 편지들은 미적분이나
공간 논쟁과 관련된 수학－과학적 논쟁을 담고 있지만 그 출발의 배
경과 철학적 목표는 첫 편지에 명확하다. 클라크와의 논쟁에서 라이
프니츠는 서두부터 자연종교 자체의 몰락’(Natural religion itself, seems
to decay very much)’14)을 염려한다. 라이프니츠는 뉴턴으로 대표되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거리를 두고 이로부터 자연종교－자연신학을 구해
내고자 했던 것이다.15) 라이프니츠는 ‘이 신사들(뉴턴과 그 후계자들)
에 따르면 신이 창조한 기계는 아주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시계 제조
업자가 자기의 제작품을 고치듯, 이따금 비범한 간섭에 의해 그것을
수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6)라고 말한다. 뉴턴에 따르면
세계는 시계와 같아서 전능한 신이 수시로 시계를 감아야 하는, 신의
간섭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다. 그러나 시계 수리공으로 세계에 개입
하는 신을 라이프니츠는 인정할 수 없었다. 제작자가 세계의 불완전
을 개선하고 조정하기를 강요받는다면 그 강요가 반복될수록 제작자
10) ｢중국인의 자연신학론｣은 1715년 11월부터 1716년 3월 사이에 완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Ibis., p.64.
11) Ibis. p.64 빌헬름 라이프니츠, 배선복 역,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편지
철학과 현실사, 2005, 37쪽.
12)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자기 생의 마지막 몇 달간 클라크와의 논쟁을 통해
뉴턴주의자들의 기계론을 거부하는 문제와 ｢중국인의 자연신학론｣을 통해
중국 철학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세우는 문제에 몰두했다고 할 수 있다.
13) 빌헬름 라이프니츠, 앞의 책, 36쪽.
14) Ibis. p.64.
15) ｢중국인의 자연신학론｣은 클라크와의 토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Ibis. p.64.
16) 빌헬름 라이프니츠,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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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기계와 같이 점점 재주가 모자란 장인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17) 이와 달리 라이프니츠는 예정 조화로 움직이는 영구적인
세계를 제안한다. 세계는 항상 동일한 힘과 활동이 있으며 이들은 자
연의 법칙에 일치하게 아름다운 예정 조화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
다.18) 라이프니츠가 꿈꾸는 세계는 예정조화에 따라 모든 것이 유기
적으로 작동하면서 영구적인 질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라이프니츠에게 자연종교-자연신학은 이런 예정 조화의 세계를 구
축하는 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종교와 철학의 중요한 토대였
다. 그리고 그는 이 자연종교-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낯선 타자에게서
발견한다. 라이프니츠는 신과 피조물 사이의 적정한 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뉴턴주의자들 논파하는 한편 중국에서 자연신학의 가
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라이프니츠는 기계론 등의 등장으로 인한
자연신학의 약화를 걱정하며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의의를 멀리 있는
타자의 사유와 세계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19) 중국의 자연신학에 대한 강조는 당시의 학적 분위기와 사
조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적극적인 개입이자 새로운 통합의 노력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2. 리, 제1 질료에서 제1 원리로
잘 알려진 대로 라이프니츠가 ｢중국인의 자연신학론｣을 저술하기
위해 중국 철학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예수회 소속의 롱고바르
디20)의 책21)과 프란치스코회 소속의 생트 마리22)의 책23)이었다. 마
17) 앞의 책, 50쪽
18) 앞의 책, 50쪽
19) 라이프니츠는 ｢중국인의 자연신학론｣의 첫 두 부분에서 ‘세계에 있어서의
신의 역할(the conception of God’s role in the World)’에 관한 문제를 다
룬다.
20) 롱고바르디(Niccolo Longobardi, 1556-1654)는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신
부로 중국 이름은 용화민(龍華民)이다. 그는 1597년 마카오에 도착한 이
후 소주(韶洲) 등지에서 전교 활동을 했으며 마테오 리치와 달리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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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 리치와 함께 중국에서 활동했다 귀국한 롱고바르디는 자신의 보
고서에서 중국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당신들의 신이 우리의
상제라면 상제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제가 어떠한가는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24)
이 말은 중국에서 예수회가 부딪힌 전교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롱고바르디는 마테오 리치의 제안과 달리, 기독교의 신 Deus를 중
국 고유의 존재인 ‘상제’로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
인들이 그들의 상제를 인격적이고 유일하며 전지전능한 창조자로 받
아들이지 않으며 대신 우주 만물에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는 무명의
힘으로 이해한다.”25)고 결론내린다. 롱고바르디는 상제가 아니라 태
극－리로 세계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중국 고대 경전에는) 상제라는 하나의 지고의 왕이 하늘의 궁전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선한 사람을 상주고 악인을 벌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서술하는 데 있어 주석가들(신유학자)은 상제를 모두 천(天)
또는 리(理)라고 부르는 우주의 실체와 본성으로 돌리고 있다. (중략)

21)
22)

23)
24)

25)

인 방법으로 수백 여 명의 개종자를 얻었다고 한다. 1610년 리치가 죽자
그를 이어 중국 관구장의 직책을 맡았다. 方豪, 中國天主敎史人物傳 1
권, 중화서국, 1988, pp.96-98.
1703년에 출판된 중국인의 종교(Traitè sur quelques points de la
religion des chinois)다.
생트 마리 카발레로는 (Antonio de Sainte-Marie de Caballero, 1602-1669)
은 프란치스코회 소속으로 1633년 중국에 들어왔으며 중국명은 리안당(利
安當)이다. 그는 1664년에 정학유석(正學鏐石)을 출판함으로써, 마테오
리치와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전례 논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또한 그는 예수회 소속 알레니과 같은 복건 지역
에서 활동했는데 알레니의 전교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천유인(天儒印) 등의 저서를 남겼다. ｢天儒印解題｣ 明末淸初耶蘇會思想
史彙編 제2권, p.111. 참조.
1701년에 출판된 중국의 선교(Traitè sur quelques points importans de
la mission de la chine)다.
Nicolo Longobardi “Traité surquelques points de la Religion des Chinois,”
福島仁 譯, ｢中国人の宗教の諸問題訳注｣(上)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
CII, 哲学34, 1988, 14쪽
J. Gernet, 앞의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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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도(신유학)의 학설에 따르면 상제는 천 그 자체이거나 천의 덕
또는 천의 능력이고 따라서 천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천이 존재한 것과 동시에 또는 천이 존재하게 된 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다.26)

롱고바르디는 당대의 중국인들이 의인화된 존재인 상제가 아니라
리－태극으로 세계를 이해한다는 사실과 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교
적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는 ‘(신유학에서는) 다른 모든 사물 보다 앞
서 타자의 원리가 되는 기원인 하나의 원리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해 왔다. 중국인은 그 원리를 리(理) 즉 “도리 또는 전
자연의 근거”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은 그 원리가 무한하고 불변하며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의 실체라고 이해해 왔다.‘27)고 전한다. 롱고바
르디의 이러한 설명은 ’인격성‘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신의 본질과 거
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리와 신을 분리하고자 한다.
그의 최종적인 결론은 ‘태극이 유출하는 리라는 제1 질료는 “공(空)”,
“허(虛)”, “도(道)”, “무(無)”, “무극(無極)”이라고도 불리며 고요히 멈
추어 있고 본래 눈에 보이지 않아 감각하기 어렵고 지각도 활동도
없는 결국 모종의 순수한 능력’28)이라는 것이다.29)
프란치스코회 소속의 선교사 생트 마리 역시 ‘유학에서 논하는 태
극은 형질이 이미 갖추어진 것에 불과하니 지음을 받을 수 있는 능
력은 있어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형체와 소리가 없는 것은 정
미하고 우월하며, 형질이 있는 것은 조야하고 열등하다.’30)고 말한
26)
27)
28)
29)

福島仁 譯, 앞의 논문, 11-15쪽
福島仁 譯, 앞의 논문, 19쪽
福島仁 譯, 앞의 논문, 21쪽
롱고바르디는 리가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결국 리
를 제1 질료라고 규정하며 이 제1 질료에서 자연히 또는 우연히 다섯 개
의 발출과 변화를 통해 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福島仁 譯, 앞의 논문, 20
쪽. 이들이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은 ‘태극’을 ‘완전함, 내지는 완성의 최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태극의 속성으로 부과된 ‘혼돈’ ‘혼륜’
의 이미지를 확대해석하기 때문이다.
30) 儒學論太極不過形質已具, 則是有受造之能, 而無創造之能也. 夫無形聲者精
也上也, 有形質者粗也下也. ｢釋天主太極之辯｣, 정학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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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 이들이 이토록 ‘태극’을 폄하하고자 한 것은 그만큼 태극의 이
론이 자신들의 전교에 위협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에서
의 태극 공략 과정에서 태극이 제1 질료라는 견해는 롱고바르디와
생트 마리에 의해 보다 강화되었고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유럽 내에서
신유학을 ‘무신론’으로 확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32)
이 ‘확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다. 라이프니츠는
리가 제1 질료라는 롱고바르디와 생뜨 마리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다. ｢중국인의 자연신학론｣에서 라이프니츠는 리를 제1 질료로, 중국
의 철학을 무신론으로 규정하는 롱고바르디와 생뜨 마리에 맞서 ‘중
국의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롱고바르디의 의견을 소개한다.
저는 누군가 리 혹은 태극을 우리의 신과 같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중국인들]이 신만이 가지는 그런 성질들과 완
전성들을 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이름에 현혹되어
서는 안 됩니다. (중략) 당신은 리가 우리의 제1 질료(Matiere
premiere)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중국
인들)이 한편으로는 대단한 완전성을 리에 부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는 우리의 철학자들이 제1 질료에 대해 그러는 것처럼 커다란 불완
전성들을 리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33)

생트 마리 역시 “불완전성은 중국인들이 리, 태극, 상제에 대해 신
에게만 속하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부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 의식적 존재라는 점을 부인하는 데서 오는 것”34)이라고 본다. 이
31) 예수회원들의 견해는 중국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예수회원들의 중국
철학에 대한 무지함을 증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예수회원들을 이
러한 견해를 취소하지 않았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김선희,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 심산, 2012, 247-250쪽
32) 말브랑슈 역시 롱고바르디의 견해를 통해 중국 철학을 이해하고 그 결과
로 1708년에 신의 존재와 그 본질에 관한 기독교 철학자와 중국 철학자
의 대화(Entretien d’un philosophe chrbtien et d’un philosophe chinois
sur l’existence et la nature de Dieu)을 내놓았던 것이다.
33) 라이프니츠, 앞의 책, 95쪽
34) 라이프니츠, 앞의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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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견해에 따르면 신유학의 세계 이해는 결국 유물론적인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은 무신론자일 뿐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리
를 기계적 유물론으로 파악하지도, 리를 제1 질료로 보지도 않았다.
스콜라 철학을 계승한 라이프니츠는 모든 실체에 내재하는 작용의 원
리로서 영혼 또는 실체적 형상을 근원적 능동적 힘(primitive active
force)라고 부르며, 작용을 받고 저항하는 힘을 근원적 수동적 힘(primitive
passive force)라 부른다.35) 이 근원적 수동적 힘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제1 질료라고 부르는 것이다. 제1 질료는 실체의 변화의 바탕에 있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순수 질료로 형상 없이 존재할 수도, 형상보다
먼저 존재할 수도 없다. ‘제2 질료는 형상을 개별화하는 원리로 양적
으로 한정된 질료지만 제1 질료는 규정되지 않은 질료이므로 개별화
하는 원리가 될 수 없다.’36)
따라서 롱고바르디나 생트 마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기론은 형상을
제공할 원리 없이 오직 제1 질료로서의 리와 제2 질료로서의 기로만
구성되게 된다. 제1 질료를 분화시킬 아무런 능동적 힘이나 원리도
없는 상태에서 제1 질료로부터 제2 질료가 분화되는 것은 불가능하
다.37) 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언제나 우연적이고 자연적인 수
준에 머물며38) 그 어떤 형상도 질서도 갖지 못하게 된다. 롱고바르디
나 생트 마리의 주장대로라면 중국 사회는 무규정적이고 무질서한 질
35) 김성환, ｢라이프니츠의 물질론｣ 과학철학 8집, 2005, 37-38쪽
36) 김성환, 앞의 논문 39쪽
37) 라이프니츠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리 그 자체로는 아
무런 활동도 하지 않지만 자신의 기를 산출해 낸 뒤에 활동하기 시작한
다고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신부가 부지불식간에 모순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봐주어야 합니다. 리가 그 자체로는 그리고 기 없이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를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
한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산출해낼 수 있을까요?’ 라이프니츠, 앞
의 책, 111쪽
38) 실제로 롱고바르디는 제1 질료에서 자연히 또는 우연히 다섯[五行]의 발
출과 변화를 통해 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福島仁 譯, 앞의 논문, 20쪽.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은 ‘태극’을 ‘완전함, 내지는 완성의 최고 단계
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태극의 속성으로 부과된 ‘혼돈’ ‘혼륜’의 이
미지를 확대해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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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의 우연적 전개에 따른 ‘자연성’만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리를 통해 우연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세계 뿐 아니라
질서 있고 아름다운 도덕의 왕국의 모습도 발견한다.
중국인들은 리 혹은 태극을 일자(一者)요, 완전무결한 순수성의 선이
요, 완전히 단일한 존재이자 완전히 선한 존재요, 하늘과 땅을 형성해
낸 원리요, 최상의 진리이자 힘 그 자체로 봅니다. 그러나 리 혹은 태
극은 자신에 국한하지 않고,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만물을 창조해
냈습니다. 그것은 순수함과 덕, 그리고 사랑의 원천입니다. 만물의 창
조는 그것의 고유한 과학39)이며, 모든 완전성은 그것의 본질과 본성으
로부터 나옵니다. 이 원리는 [그 자신의 내적인] 이성의 법칙 및 [외적
인] 이성의 법칙과 모든 방법을 포괄하며, 끊임없이 창조하고 행위하
면서 만물을 이런 법칙과 방법에 따라 시간 속에 배열합니다. 리, 태
극 혹은 상제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
는 지성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0)

라이프니츠는 면밀한 검토 끝에 리를 제1 질료라기보다는 도리어
‘신’에 가까운 지성적인 본성으로 이해하며 ‘영원하며 모든 완전한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는 ‘리를 우리의 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41)고
결론 내린다. 롱고바르디의 주장은 신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중국에
서는 하나의 공격적 논리가 되었을지라도 유럽의 전통에 따르면 매우
비논리적인 억지 해석이 된다. 그들은 라이프니츠가 그들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도 뒤틀려 있는 결론을 조정할 만큼 리에 대해 잘 알았으
면서도 중국인들이 무신론자라는 결론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조작적
으로 다룬다. 라이프니츠는 이를 정확히 간파했던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그들이 지우거나 비틀어 놓은 것을 복원하고 교정하
여 리에 제일 원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실제로 리는 우리의 철
학자가 말하는 제1 질료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리를 제1형식, 다

39) 라이프니츠는 신의 세계를 ‘과학’으로 불렀다고 한다. 라이프니츠, 앞의
책, 242쪽
40) 라이프니츠, 앞의 책, 97쪽
41) 라이프니츠, 앞의 책,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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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세계 영혼으로 파악하고, 개별적 영혼들은 그것의 변형일 뿐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42) 그 결과 라이프니츠는 롱고바르디
나 생트 마리는 물론 마테오 리치보다도 우호적 태도로 동쪽을 향한
다. 이는 자연신학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도덕적 세계의 신적 기원
을 설명하고자 했던 라이프니츠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 철학적 방향의 토대에 ‘모나드론’이 있다.

3. 모나드와 예정조화로서의 리
라이프니츠의 실체는 잘 알려진 대로 분할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단순하며, 그 어떤 것도 동일한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개별자며, 이
미 자신에 내재되어 있는 지각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내적 활동성 또
는 힘이다.43)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자신의 실체를 ‘모나드’라 부른다.
모나드는 또한 ‘영혼’으로 불리는데 자신 안에 내재된 무수히 많은
지각들을 현실적 지각으로 바꾸는 ‘욕구’라는 내적 활동력을 가졌기
때문이다.44) 결국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 등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실
체 개념을 모나드라 부르며 이를 통해 세계와 인간의 구조와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신과 육체라는 인간적 특성 역시 탁월한 모나드인 영혼과 열등
한 모나드들의 집합인 육체의 결합으로 설명된다.45) 영혼과 육체의
42) 라이프니츠, 앞의 책, 109쪽.
43) ‘모나드들은 어떠한 부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생성될 수도 파괴될 수도
없다.(중략) 한 모나드는 단지, 그의 지각들(즉 단순한 것 안에 있는 복합
적인 것 또는 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의 표현들)과 변화의 원리인 그
의 욕구(즉 한 지각으로부터 다른 지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들)외에 다른
것 안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의 내적 특성들과 활동들을 통해서만 다른
모나드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빌헬름 라이프니츠, 윤선구 역, ｢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 §.2. 형이상학논고, 아카넷, 2010, 227-228쪽
44) ‘라이프니츠의 실체는 연장되지 않은 비물질적 존재이고, 지각인 내적 상
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인 욕구를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대체로 영혼과 유사하다.’ 윤선구, ｢라이프니츠의 신과 실체｣
기독교철학 8호, 2007, 39쪽
45) 정신과 육체 뿐 아니라 모든 모나드들이 서로 최상의 상호 작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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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역시 모나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호 작용은 이루어
지지 않지만 지각이 이루어질 때 정신과 육체 간에 상호 작용이 이
루어지듯 보이는 것은 신이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배열했기 때문
이다. 신이 이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지각까지 예견하고 조화를 이루
도록 배열한 결과 모나드간의 조화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전개될 지
각 간에도 유지된다. 이른바 ‘예정조화(pre-established harmony)’란 이
런 신의 예견과 배열을 말한다. 바로 이 점에서 라이프니츠는 리를 모
나드로 투영해 본다. 그에 따르면 리는 예정 조화의 능력이기도 하다.
리(理)는 사물들에게 예정 조화된 질서를 포함한 능력을 부여하는데
이때부터 만물은 그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계속 앞으로 나아갑
니다. 따라서 신은 자연물을 창조한 뒤에 자신의 평상의 진로를 따라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46)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모나드론에 따라 “존재하는 사물들은 그들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그리고 이미 예정된 조화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
는 중국인의 생각은 칭찬받을 만한 것”47)이라고 주장한다. 리를 ‘예
정 조화’의 능력을 포함하는 신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
실상 라이프니츠 안에서 ‘예정 조화’로 설명되는 신은 신유학의 태극
－리와 많이 닮아 있다. 예정 조화의 실질적 구현이 도덕의 왕국이라
는 점도 그렇다. 만물의 구조적 원리(所以然)임과 동시에 당위적 원리
(所當然)로서의 리도 신과 유사하게 세계에 도덕적 질서를 예비하고
예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비롯해 만물이 활동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는 리의 차원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다.
사실상 모나드는 물질적 원리이면서 동시에 영혼으로서의 정신적
요소이자 도덕적 원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리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처럼 모든 관념을 담고 있는 신이 모나드 안에 모
든 것을 예정하고 조화에 따라 배열했기 때문이다.
46) 라이프니츠, 앞의 책, p.113.
47) 라이프니츠, 앞의 책,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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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신유학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라이프니
츠는 리를 통해 우주적 원리가 곧 도덕적 원리라는 그의 신념을 확
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리가 우주적 원리이자 도덕적 원리라면 이는
곧 그의 철학에서 모나드가 차지하는 위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
다.48) 더 나아가 태극이 모든 개별적 존재에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듯
모든 것을 모나드로 보는 라이프니츠 역시 모든 사물에 완전한 일자
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신이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물은 (동일한 신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사물들은 신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
자는 모든 사물에 내재해 있으며 (사물들)의 완전성 속에서 자신을 드
러냅니다. (중략) 신은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합니다.49)

만일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 이 구절의 주어
가 ‘태극’이 아닌지 의심했을 것이다. 태극 역시 만물에 내재한 완전
자이기 때문이다. 만물이 이 태극을 동일하게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신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적 동일성을 믿었다. 이치는 하나지만 나누
어진 바는 여럿이며(理一分殊) 이 다수성들의 세계에서는 만물 하나
하나가 태극을 분유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萬物一體)’다. 라이프
니츠는 한발 더 나아간다. 리에서 모종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능력
을 보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리에 대한 유럽의 오해 중 하나가 리
에서 ‘자발적 행위(action volontaire)’를 배제한 것이라고 본다. 그는
48) 예정 조화 외에도 태극－리와 모나드는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 창이 없
는 모나드로서 영혼은 외부 사물을 지각할 수 없다. 대신 모든 지각이 잠
재적으로 모나드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욕구에 의해 현실화된다. 마치 만
물의 모든 이치인 태극이 내 안에 내재해 있다고 말하는 신유학에서의
인식이 결국 외부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양적 축적이 아니라 내재
된 리의 조명에 가깝다는 점과 비교될 만하다. 격물치지라는 일종의 과학
적 인식을 넘어선 이른바 활연관통은 지식의 양적 축적에 따른 달관의
경지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내재한 근원적 태극－리의 본질 체험과 통찰을
의미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상상한 모나드의 지각과 유사하다.
49) 라이프니츠, 앞의 책,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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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자신의 완전한 본성에 의해 몇몇 가능성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 산출해 왔고, 자신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자연적 성향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기 또는 질료를 산출해
왔다.”50)고 믿게 되었다고 말한다. 라이프니츠는 신유학에 담긴 이와
같은 도덕적 세계에 대한 지향에서 자신이 생각한 자연신학의 가능성
을 확인했을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스피노자의 신51)과 달리 라이프니츠의 신
은 초월적인 무한자로서 자기 밖의 세계를 ‘창조’했으며 자신의 의지
와 지성을 통해 피조물들과 사랑과 최고의 선으로 관계맺는다. 라이
프니츠의 신 이해는 전통적인 인격신의 관념에서 멀어지는 다른 합리
론자들과 달리 여전히 초월적 인격신에 가깝다. 그러나 결국 신유학
에서 자연신학을 포착함으로써 그리고 태극－리를 신과 겹침으로써
라이프니츠의 신은 세계 내로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중국인의 자연
신학론｣에서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신을 신유학의 내재적 리와 겹쳐볼
때 그 신은 개체 안의 완전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결국 그는 신유학
을 경유하면서 덜 초월적이고, 덜 인격적인 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즉
자연신학적 신이 도덕적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규명
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모나드로 포착된 라이프니츠의 신은 동시에
철학적 신이다. 라이프니츠가 생각하는 신은 완전성의 원리를 택하는
존재다. 신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능한 모든 경우 가운
데 최상의 것을 선택한다. ‘완전성의 원리에 따라 세계를 창조하는
신은, 마치 가장 적은 수의 보조선을 그어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기하학자,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가장 아름답고 규모 있는 건물을 짓
는 건축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기능을 산출하도록 하는 기
50) 라이프니츠, 앞의 책, 105-106쪽
51) 초월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 원인으로 나타나는 스피노자의 신은 세계 밖
에서 세계를 의지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물들 역시 초월적 원인을 향한
목적론적 도상에서 내려온다. 이 때문에 신은 만물과 수평적인 위상으로
내려오며, 피조물과의 관계 역시 수직적인 위계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이
런 생각으로부터 범신론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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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작사, 가능한 한 작은 공간에 최대한의 많은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는 작가와 같다.’52) 군주이자 아버지( ｢모나드론｣ §84)이자 건축가
로서의 신( ｢모나드론｣ §89)은 완전성에 따라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
는 수학적 신이면서 이 세계를 도덕의 세계로 만든 주체이기도 하다.
라이프니츠가 꿈꾸는 세계는 ‘물리적인 자연의 왕국과 도덕적인 은
총의 왕국, 즉 우주 기계의 기술자로서의 신과 정신들로 이루어진 신
적인 국가의 군주로서의 신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조화( ｢모나드론｣
§89)‘로 이루어져 있다. 라이프니츠에게 신의 세계란 도덕적 질서가
구현된 진리의 세계였고, 신유학의 이기론(理氣論)은 그런 세계의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연 이성을 바탕으로 우주 전체에서 질서
와 도덕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신유
학의 도덕 형이상학을 높이 평가한다. 라이프니츠의 세계 역시 신유
학의 세계만큼이나 우주의 조화와 질서가 구현된 도덕적 인간 세계였
고 이를 위해 자연신학은 포기할 수 없는 토대였다. 자연신학으로서
의 신유학은 자신의 철학적 구상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확인시켜줄 유
력한 증거였을 것이다.53)

Ⅲ. 다산의 상제와 도덕적 세계
1.다산의 선택과 지향
정치가로서, 30년 전쟁 같은 수많은 국제적 분쟁, 300여개 이상으
로 갈린 독일 국내의 분열등을 겪은 인물로서 라이프니츠는 누구보다
52) 윤선구 ｢라이프니츠 철학에서의 신과 실체｣ 기독교철학 8호, 50쪽.
53) 라이프니츠는 중국인들이 내재해 있는 이성의 빛을 하늘의 계율이자 법이
라고 부른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하늘을 거스르는 것은 이
성을 거스르는 행위요, 하늘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스스로를 고치는 것
입니다. 바로 이 이성의 법칙에 순종해서 [하늘에 구하는 용서를]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대단히 탁
월하며 자연신학과 꽤 일치한다고 봅니다.’ 라이프니츠, 앞의 책,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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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갈등에 민감했을 것이다. 이 점은 당파적 분열을 포함해 다양
한 갈등과 균열로 개인적 삶조차 불안했던 조선 후기의 다산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이들은 이 갈등과 분열에 대한 민감성을 철학적 사변
으로 표출하고 새로운 세계 구상을 통해 모종의 활력과 실천으로 전
환하고자 한 철학자였다. 또한 이들은 형이상학을 토대로 이 위에 사
회와 국가를 위한 구상들을 얹어 세계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 기획자
이자 개혁가들이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다른 세계, 다른 시대, 다른
사상적 전통 위에서 활동했지만 이들은 모두 공감과 동조의 태도로
외래 사유에 접근한다. 물론 외교관으로 사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영
향력을 펼쳤던 라이프니츠와는 달리 다산의 삶은 이 공감과 동조로
인해 오로지 책 위에서만 세계 개혁의 구상을 펼치도록 제한되었다.
그러나 한편 세계 개혁의 기획자로서 다산은 자신을 중심에서 탈락한
비판자의 자리에 세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조선 개혁의 중심임을 잊지 않았다. 그의 몸은 땅 끝
에 있었지만 학문 안에서 그는 월경자가 아니라 중심 자체였다. 자신
을 외부의 비판자가 아니라 내부54)의 능동적 개혁자로 설정한 다산
에게 자기 검열은 훨씬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돌아갈
것을 기대하지 않는 외부의 비판자라면 훨씬 자유롭고 도발적인 발언
을 할 수 있었을 테지만 내부의 개혁자라는 위상을 포기한 적 없는
다산에게 자기의 발목을 잡고 형제를 죽음에 몰아넣은 외래의 사유는
가장 먼저 검열되고 배제될 위험 인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산 안에
는 분명 서학의 언설과 이론들이 남아 있다. 이는 이 이론들이 혹독
한 자기 검열에도 살아남을 만큼 그 자신에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
제였음을 의미한다. 이미 이 이론과 언설들이 자신에게 내면화되었고
그만큼 중요했으며, 누구에게 보여도 자신 있었다는 말이다.
54) 일표이서로 대표되는 그의 장대한 국가 개혁의 기획뿐 아니라 예학에 대
한 다산의 집중에서 그가 지향한 세계와 자신의 위상을 읽을 수 있을 것
이다. 전통적으로 예학은 국가 체제 내부의 가장 토대적인 학문으로, 가
장 안쪽에, 가장 중심에 서서 국가적 책임을 자임하는 학자가 아니라면
다루지 않았을 영역이다. 더구나 예학을 통해 그가 구상한 세계－국가는
전혀 파괴적이지도 혁명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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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이 처음 읽었던 당시 천주실의는 밀교의 비전(秘傳)이 아니
라 당대 지식인들의 논쟁의 대상이었다.55) 다산이 천주실의에서 끌
어낸 표현들을 보았다면56) 곧바로 천주실의를 떠올릴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학의 이론들은 다산이 숨긴 것도
아니고 어쩌다 들어간 것57)도 아니며 철저한 기획와 의도에 따라 신
념과 그리고 자신감에 따라 배치되고 연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까지 이런 다산의 의도를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읽으
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2. 소사상제지학을 향하여
다산 역시 라이프니츠처럼 그리고 모든 유학자들처럼 세계와 국가
에 대한 구상을 형이상학적 토대 위에, 그리고 그로부터 연원한 인격
으로부터 세우고자 한다. 따라서 이기론, 상제관 등은 그의 다른 사
상과 구상의 토대 역할을 한다. 문제는 다산이 고대의 상제를 복잡한
경로로 복원한다는 데 있다. 다산은 분명 상제의 인격성을 인간의 도
55) 성호 이익의 고제였던 안정복은 서학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음과
같은 말로 경계한 일이 있다. ‘서양의 글이 선조(宣祖) 말년부터 이미 우
리 나라에 들어와서 명경 석유(名卿碩儒)들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제자(諸子)나 도가 또는 불가의 글 정도로 여겨서 서실(書室)의 구색으로
갖추었으며, 거기서 취택하는 것은 단지 상위(象緯)와 구고(句股)의 기술
에 관한 것뿐이었다. 연래에 어떤 사인(士人)이 사행을 따라 연경에 갔다
가 서학서를 얻어 가지고 왔는데, 계묘년과 갑진년에 젊은이들 가운데 재
기있는 자들이 천학(天學)에 관한 설을 제창하였다(西洋書, 自宣廟末年,
已來于東, 名卿碩儒, 無人不見. 視之如諸子道佛之屬, 以備書室之玩, 而所取
者, 只象緯句股之術而已. 年來有士人隨使行赴燕京, 得其書而來, 自癸卯甲
辰年間. 少輩之有才氣者, 倡爲天學之說).’ 順菴先生文集 ｢天學考｣ 당시
학자들에게 서학서가 하나의 유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56) 예를 들어 기가 자립자이며 리가 의뢰자라 말을 보고 사람들은 쉽게 이
구절이 천주실의로부터 온 것임을 알 것이다. 리에 관한 마테오 리치의
전면적 도전이 다산의 눈에만 비쳤을 리는 없다.
57) 유초하는 서학의 ‘잔재’를 다산의 명석한 기억력의 문제로 돌린다. 유초
하, ｢정약용철학의 상제 개념에 관한 이견들과 그에 담긴 오해들｣ 한국
철학논집 제20집, 210쪽. 그러나 명석했기 때문이라도 더욱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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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확보의 차원에서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또 그런 전
향에 동조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산의 상제관은 조선 유학의 특
정 학맥이나 전통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58)
그러나 실제로 다산이 자신의 상제설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상적
자원은 서학(西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산이 천주교를 수용하고
신앙했다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59) 철저한 유학자로서 다산은 자기
전통의 모든 담론과 이론들을 활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기 사상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검토하여 자기
전통의 언어와 담론으로 재구성한다. 이 학문적 개방성과 유연한 변
용의 태도를 읽지 못하고 서학의 영향을 축소하는 것도, 종교나 신앙
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 그는 다양한 담론에
귀를 기울였고 무엇이든 도움이 되는 자원들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58) 정약용의 상제관을 다룬 연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퇴계 학맥과의
연관성 속에서 규명하려는 연구들이다. 이동환, 이광호, 유초하, 김형찬
등의 연구자가 다산의 인격적 상제의 도입을 퇴계 이황－백호 윤휴－다
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조선 유학의 내적 경로에서 찾고자 한다. 이런
연구들은 상제를 복원하려는 정약용의 시도가 조선 성리학의 내적 발전
경로의 산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주장은 연구자들 사이에 상
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약용은 퇴계를 흠모하고
사숙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은 충분히 정황적 증거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정약용이 상제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담론들이 퇴계나 윤휴의
사상에서 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다. 일련
의 연구들에서는 퇴계와 윤휴에 상제에 관한 주목과 강조가 있었으며 다
산이 퇴계를 존숭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 그것이 실제로 다산에게 어
떻게 내재적으로 계승되거나 발전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59) 다산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개종’이나 ‘신앙’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았으므
로 그에게 종교나 신앙의 그림자를 얹는 것은 현대의 눈으로 다산을 왜
곡하는 길일 수 있다. 다산의 목표와 지향이 기독교 신학의 도입이나 종
교 영역의 확보가 아니었다는 점을 동의할 수 있다면 하나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가능성들 전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논자는
이를 하나의 문제 상황으로 보고 기존의 연구를 통해 다산의 사상 안에
서 나타나는 종교적 경향들이 천주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보편적
이었던 일종의 천학이자 현대 용어로 유교적 유신론에서 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절충적 개념을 통해서 다산을 보아야 다산을 한쪽에 가
두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선희,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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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제 문제 역시 서학의 사상에서 지적 계발을 받은 다산이
자기 전통 내부에 있는 상제를, 그리고 선대 철학자들이 주목했던 인
격적 상제에 대한 관념을 서학의 사상으로 비추어보고 절충적으로 계
승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은 다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만 그를 그대로 재현하
는데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먼저 다산은 ‘시경에서 문왕이 삼가고 조심하시는 것을 “밝게 상제
를 섬긴다(昭事上帝)”고 하지, “태양을 섬긴다(昭事太陽)”라고 하는 것
은 들어 보지 못했다.’60)며 물질적인 천에 경배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세계의 주재가 반드시 인격적이며 지성적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개 천하에 영명하지 않은 것은 주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집 안의 어른이 어둡고 우매하여 지혜롭지 못하면 집안 만사가 다스
려지지 않을 것이고 한 고을 어른이 어둡고 우매하여 지혜롭지 못하
면 그 고을 또한 만사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아득하게 텅
비어 있는 태허(太虛)한 하나의 리(理)로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근본으
로 삼는다면 천지간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61)

다산은 조선 유학을 작동시키던 최대의 지적 축이었던 이기론을
넘어선다. 태극 역시 ‘유형의 시초이며, 이를 일러 무형의 이치라고
한다면 감히 반성하여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但所謂太極者,是有形之
始,其謂之無形之理者,所未敢省悟也.)’62)이라며 그 위상을 낮춘다. 물론
이런 전략은 마테오 리치로부터 배운 것일 것이다. 그는 리와 기를
자립자와 의뢰자로 나누었던 천주실의를 따라, ‘대개 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리는 의존적인 것입니다. 의존적인 것은 반드시 스
스로 존재하는 것에 의존해야 합니다.(蓋氣是自有之物,理是依附之品,而
依附者必依於自有者)’63)라고 주장한다. 다산에서 세계의 산출과 질서
60) 詩云維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未聞其昭事太陽也. 春秋考徵 권1:13b
61) 凡天下無靈之物, 不能爲主宰. 故一家之長, 昏愚不慧, 則家中萬事不理. 一縣
之長, 昏愚不慧, 則縣中萬事不理. 況以空蕩蕩之太虛一理, 爲天下萬物主宰
根本. 天地間事, 其有濟乎. 孟子要義 권2:38b
62) 易學緖言 권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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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운용의 토대였던 리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세계는 무엇을 근거로
시작되고 운영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인간은 어디에 도덕적
정초를 세울 것인가? 다산은 그 자리에 상제를 내세운다. ‘상제란 무
엇인가. 상제는 천지와 귀신과 인간 밖의 존재로 천지와 귀신과 인간
과 만물을 창조[造化]했고 주재[宰制]하며 안양(安養)하는 존재이다.’64)
천주실의의 편명을 변용한 이 문장을 통해 다산의 지향을 읽을
수 있다. 다산은 아마 ‘상제를 밝게 섬기는 학문(昭事上帝之學)이 오
랫동안 무너져 있다.(昭事上帝之學, 久已陵吏.)’65)는 마테오 리치의 진
단에 공감했는지도 모른다. 다산은 이 소사상제의 학문을 자기 전통
의 누구보다, 동시대의 누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읽는다.
사실 상제는 신유학에서 리의 주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개념
장치였다. 세계를 산출하고 흐르게 하는 원리를 태극이나 리라고 부
르지만 세계를 형성하고 규제하는 힘을 강조하려면 무극이나 태극,
리 같은 비인격적 개념들은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정과 주희는 주재
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 경전에서 ‘상제’를 도입한다.66)
이정 형제는 주재의 능력을 연상시키는 인격적 표현, 상제를 객관적
원리로서의 천리(天理) 의 다른 국면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제사의 대
상으로서의 상제와 만물의 포괄자로서의 천, 그리고 이치의 차원을 종
63) 중용강의보 권1:65a
64) 上帝者何, 是於天地神人之外, 造化天地神人萬物之類, 而宰制安養之者也. ｢春
秋考徵｣ 권4:34a
65) 천주실의 권8
66) 이정(二程) 형제는 그 제자들과 인격적 특성을 갖는 상제(上帝)와 법칙으
로서의 리(理) 또는 천리(天理)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다. ‘동지에 하늘에 교제(郊祭)를 지낼 때 점을 칩니까? 동
지에는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하지에는 땅에 제사를 지낸다. 어찌 점괘를
기다리겠는가? 천과 상제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형체의 측면에서는 천
(天)이라 하고, 주재의 측면에서는 제(帝)라 하며, 공용의 측면에서는 귀
신(鬼神)이라 하고, 묘용의 측면에서 말하면 신(神)이라 하며, 성정의 측
면에서는 건(乾)이라 한다.(又問郊天冬至當卜邪. 曰冬至祭天, 夏至祭地, 此
何待卜邪. 又曰天與上帝之說如何. 曰以形體言之謂之天, 以主宰言之謂之帝,
以功用言之謂之鬼神, 以妙用言之謂之神, 以性情言之謂之乾. 이정유서 권
22上: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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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기 위해 ‘천과 상제가 하나’라고 선언한다. ‘교제로 천과 짝하고
종묘로 상제와 짝하니 하늘과 상제는 하나이다.(郊祀配天, 宗廟配上帝,
天與上帝一也.)’67) 결국 이들은 리에 상제나 천지지심 등 같은 인격적
술어를 사용할 뿐 실제 인격적 존재를 내세웠던 것은 아니다.68)
이처럼 상제가 리와 동격, 또는 리의 다면성 중 일부라는 것은 유
학자들에게 하나의 자명한 명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제
를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리 안에 포섭시키지 않고 모종의 이유에서
‘강조’한다. 사실 진짜 리와 상제가 같다면 두 가지 말이 필요 없었
을 것이다. 유학자들에게 상제는 리의 다면적 측면 중 하나라는 전제
였지만 동시에 특별한 목적에서 강조되던 것이기도 했다. 성호 이익
의 다음 문장이 그 목적을 잘 보여준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밝으시어 그대가 나가는 데에도 미치시
며, 하늘이 훤하시어 그대가 노니는 데에도 미치신다.’ 하였다. 한 번
나가고 한 번 노니는 데에도 상제가 엄연히 임(臨)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마음이 잡고 있는 법칙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충신과 독경을
비록 얻더라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충신과 독경이란, 성(性) 가운데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성은 하늘에서 나오고 하늘의 주재(主
宰)를 상제(上帝)라 한다.69)

성호는 상제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외부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수렴하라고 권한다. 그는 세계－밖이 아니라 인간－안을
위한 상제를 호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향은 퇴계에서도 나타난다.
67) 이정유서 권15:172
68) 퇴계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다. ‘귀신, 천지, 상제는 이름이 비록 다르나
실제로는 같은 것입니까? 무릇 하늘은 전체로서 말하면 도다. 형체로 말
하면 천이라 하고 성정으로 말하면 건이라 하고 주재로 말하면 제라 하
며 공용으로 말하면 귀신이라 하고 묘용으로 말하면 신이라 한다.鬼神天
地上帝, 名雖異而實則同歟(중략) 夫天, 專言之則道也. 以形體言謂之天, 以
性情謂之乾, 以主宰謂之帝, 以功用謂之鬼神, 以妙用謂之神.’ ｢答㝯姪問目｣
퇴계집 권40:14a
69) 詩云皇天曰明, 及爾出往, 皇天曰朝, 及爾遊衍, 一往一衍, 昭昭儼臨, 是持心
之軌則也. 不然, 彼忠信篤敬, 雖得之必失之. 忠信篤敬者, 不過性分內事, 性
出於天, 天之主宰曰上帝. ｢人事門｣ 星湖僿說 권14: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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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임금인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천명
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드높은 위에서
날마다 여기를 내려다보고 감시한다는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이와 같다면 평소에도 반드시 마음을 잡고 몸
을 삼가여 경과 성으로써 상제를 밝게 받듦을 극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재앙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허물을 반성하고 정사(政事)를 바
로잡아 삼감과 진실함으로 하늘의 뜻을 감격시킴에 더욱 마음을 다하
게 될 것입니다.70)

퇴계는 천심을 모르고 덕을 삼가지 않는 자에게 ‘상제가 진노하여
화패(禍敗)를 내리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부득이해서 그런 것(故帝乃
震怒,而降之禍敗,非天之所得已也)’71)이라며 인격적인 상제를 강조하는
것처럼 말한다. 상제를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며 도덕적 각성의 토대
로서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제가 실제로 인격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나 일의 진행이 진노와 화패
로 나타난다는 의미에 가깝다. 인간은 자연계의 변화나 일의 추이를
통해 상제를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일종의 인격적
활동인 것처럼 상상함72)으로써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
요한 것은 이들이 언제나 상제의 인격성을 제한적으로만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다음의 문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태극에 동정이 있는 것은 태극이 저절로 동정하는 것이다. 천명이 유
행하는 것은 천명이 저절로 유행하는 것이다. 어찌 다시 그렇게 하도
록 시키는 자가 있겠는가? 다만 무극에서 이오(二五)가 나와 묘합하여

70) 其必能知天命之不易矣, 其必能知高高在上, 而日監于玆, 不容有毫髮之可欺
矣. 能如此則其在平日, 必有以秉心飭躬, 克敬克誠, 以昭受上帝者, 無不盡其
道矣. 其遇災譴, 必有以省愆修政, 克愼克實, 以感格天意者, 益能盡其心矣.
｢戊辰六條疏｣ 퇴계집 권6:54b
71) ｢戊辰六條疏｣ 퇴계집 권6:54b
72) 흥미롭게도 라이프니츠 역시 상제를 이런 방식으로 파악한다. ‘고대 중국
의 현자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상상력에 걸맞는 제사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숭배의 대상으로 [추상적인] 리 혹은 태극이 아닌
[구체적인] 상제, 하늘의 정신[천신]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중국인의 자
연신학론｣ §31. 라이프니츠, 앞의 책,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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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결함으로써 만물이 생겨나는 곳으로 나아가서 본다면 마치 주재하
고 운용하는 자가 있어 이와 같이 시킨 것처럼 보일 뿐이다. 서경에
‘위대한 상제께서 아래 백성들에게 치우침 없는 덕을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정자가 이른바 주재를 일러 제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중략) 천명이 유행하는 곳에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시킨 자(使之者)
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73)

퇴계는 스스로 인격적 존재가 원리를 작동시킨다고 ‘상상’해 본다.
그러나 퇴계는 자신이 가설한 이 발상에 대해 스스로 답변을 내리며
가능성을 끊는다. 그렇게 시킨 자는 없다는 것이다. 퇴계에게도 상제
는 목적에 따라 인격적으로 표상된 존재일 뿐 결코 인격적 존재가
아니다. 퇴계는 주희만큼이나 ‘그렇게 하도록 시킨 자가 없다(使之
者)’고 강조한다. 이정이 제한했듯, 주희가 이중적으로 표현했듯74) 이
들 역시 그렇게 시키는 자는 없으며, ‘마치 그렇게 주재하고 운용하
는 듯’ 여겨야 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퇴계는 상제를 인격적으로 상
상하는 것이 도덕적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성호나 퇴계에
게 인격화된 상제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경건성을 확보하
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다산 역시 이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
럼에도 다산은 이들과 다른 경로로 향한다.

3. 하늘의 명령자와 그의 천명
숨겨져 있고 은미하다는 것은 상천(上天)의 일이다. ‘보아도 보이지 않
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鬼神章) 어찌 숨겨져 있지 않겠는가. ‘작을
것을 말하면 천하의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費隱章)고 하니 어찌

73) 太極之有動靜, 太極自動靜也. 天命之流行, 天命之自流行也. 豈復有使之者
歟? 但就無極二五妙合而凝, 化生萬物處看, 若有主宰運用而使其如此者, 卽
書所謂惟皇上帝, 降衷于下民, 程子所謂以主宰謂之帝, 是也. (중략) 不可謂
天命流行處亦別有使之者也. ｢答李達李天機｣ 퇴계집 권13:17a
74) 주희는 천지의 마음(天地之心)이 천지의 이치(天地之理)냐는 제자의 질문
에 생성 능력으로서의 천지를 ‘마음’에 비유하여 인격화하면서도 다른 곳
에서 하늘의 주재를 인격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今說天
有箇人在那裏批判罪惡, 固不可.) 자세한 것은 김선희, 앞의 책, 235-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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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하지 않은가.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깨끗
이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니 충만히 위에 계신 듯하고 좌우에 계신 듯
하다’(鬼神章)고 하니 숨겨져 있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만물을 길러 솔개는 하늘에서 날게 하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놀게
하여 그 조화의 자취를 드러낸다(費隱章)고 하니, 은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75)

다산은 중용의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 愼其獨也’의 구절을
위와 같이 해설한다. 본래 주희는 ‘莫見乎隱’의 은을 어두운 곳(暗處)
로, ‘莫顯乎微’의 미를 미세한 일(細事)로 풀이한다. 이때 은과 미는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는 도(道也者, 不可須臾離也. 중용)의 세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악이 혼재된 외부 세계와 접
촉할 때의 마음의 세밀하고 은미한 계기를 가리킨다. 퇴계 역시 이를
‘존양’과 ‘성찰’이라는 공부의 문제와 연결한다. 성학십도 중 마지
막인 ｢숙흥야매잠｣에 붙인 퇴계의 말이다.
도의 일상에서 유행하여 어디든 편재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한 곳이라
도 리가 없는 곳이 없다. 어느 곳에서 공부를 멈출 수 있겠는가. 한시
도 멈춘 적이 없으므로 한 순간도 리가 없는 때가 없었다. 어느 때인
들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자사는 ‘도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에서 삼가고, 들리지 않는 바에서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또 말
하기를 ‘숨은 것보다 더 드러난 것이 없고 은미한 것보다 더 나타난
것이 없으니 홀로 있을 때에 삼가는 것이다.’ 이것이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함에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서 존양과 성찰을 번갈아 공
부하는 방법이다.76)
75) 隱微者, 上天之載也.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豈非隱乎.(鬼神章) 語其小則
天下莫能破焉, 豈非微乎.(費隱章) 使普天之下, 齊明承祭,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 莫見乎隱也.(鬼神章) 發育萬物, 使鳶飛戾天, 魚躍于淵, 以顯其
造化之跡, 莫顯乎微也.(費隱章) ｢中庸自箴｣ 권1:5b
76) 夫道之流行於日用之間, 無所適而不在, 故無一席無理之地, 何地而可輟工夫,
無頃刻之或停. 故無一息無理之時, 何時而不用工夫. 故子思子曰, 道也者, 不
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 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又
曰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 愼其獨也. 此一靜一動, 隨處隨時, 存養省察,
交致其功之法也. 퇴계집 권7: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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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중용의 구절을 인용하여 도의 흐름이 모든 시간, 모든 공
간에 편재하며 이에 대해 끊임없이 자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
양과 성찰의 공부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가 영원히 이 일상
의 세계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은 그 숨겨지고 은미한
계기들을 삼가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살피며, 더 나아가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존양하고 성찰하는 수양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러므로 숨겨져 있고 은미한 세계는 끊임없는 성찰의 자세로 접근해야
할 내면의 영역이 된다.
여기서 다산은 주희나 퇴계와 갈라진다. ｢중용자잠｣의 윗 구절에서
다산은 隱과 微를 곧바로 상천의 일로, 다시 말해 상제의 일로 선언
한다. 이 세계 밖에 거하는 상제의 일을 사람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감각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더욱 중요한 것
은 중용 원문에 대한 다산의 변용이다. 이 대목에서 다산은 ‘중과
화가 지극한 경지에서 천지가 올바른 자리에 편안하고 만물이 잘 자
라게 된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중용)’는 중용의 원문을
바꾸어 (상천이) ‘만물을 길러(發育萬物)’ ‘솔개를 하늘에서 날게 하고
물고기를 연못에서 뛰어놀게 한다(使鳶飛戾天, 魚躍于淵)’고 표현한다.
우주의 올바른 운행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만물의 성장
과 이 우주적 활력의 유비적 표현인 연비어약을 ‘그렇게 하도록 만
든’ 결과로 바꾼 것이다.
신유학의 전통에서 연비어약은 우주의 자발적 생명력에 대한 유비
로써 누가 그렇게 만들거나 조작적으로 안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나 다산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使] 이라는 말을 붙인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변용이다. 다산은 ‘하늘은 만물을 발육시켜 솔개를
하늘에서 날게 하고 물고기를 연못에서 뛰어놀게 한다. 이것이 조화
의 자취가 드러난 바이며 이 자연의 생명력과 활력에서 인간은 가장
은미한 세계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상천
은 그리고 상천에 거하는 상제는 세계의 성장과 변화의 힘이자 능동
적 근원으로 나타난다.

라이프니츠의 신, 정약용의 상제

63

다산은 연비어약을 상천의 일로 새기면서 이 우주적 활력의 근거
를 상천에 다시 말해 상제에 둔다. 그러나 같은 표현에서 퇴계는 연
비어약을 리와 기의 결합의 결과로만 파악한다. 퇴계는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는 것은 반드시 리와 기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소주(小
註)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날개하고 뛰게 하는 것은 리이고 (중략) 나
는 것, 뛰는 것은 본래 기’77) 라고 말한다. 중용의 세계관과 문맥
을 읽는 방법에서 다산과 퇴계는 같은 듯 다른 경로를 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산은 천명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다산은 ‘주자가 성을 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천명을 리로 여긴
것(朱子以性爲理,故遂以天命爲理也)’78)이라며 천명에 대한 주희의 해
석과 선을 긋는다. 그리고 ‘심성에 부여되어 그로 하여금 선을 향하
고 악을 피하게 하는 것은 본래 천명이다. 날마다 굽어보심이 여기에
있어서(日監在玆) 선한 자를 복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주는 것 역
시 천명’79)이라며 천명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한다. 천
명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한다.
가령 한 순간에 갑자기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해치려고 하는 뜻
이 싹터 나올 때, 한편에서 온화한 말로 그치게 하면서 ‘허물은 모두
너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어찌 저 사람을 원망하는가? 만약 네가 풀
어버린다면 너의 덕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다. 정녕 잘 살펴 듣는다면
희미한 바가 없으므로 이것이 곧 밝게 빛나는 천명임을 알아야 한다.
이 천명을 따르면 선이 되고 복이 되며 게을리 하여 어기면 악이 되고
재앙이 된다.80)

77) 鳶飛魚躍, 必理與氣之使然也. 而小註朱子曰, 所以飛所以躍者, 理也.(중략)
其飛其躍, 固是氣也. 而所以飛所以躍者, 乃是理也. ｢答㝯姪問目｣ 퇴계집
권40:13a
78) 논어고금주 권8:39a
79) 雖然賦於心性, 使之向善違惡, 固天命也, 日監在玆, 以之福善禍淫, 亦天命
也. 논어고금주 권8:39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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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須知此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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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庸自箴 권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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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이 양심에 들리는, 도심에 따르는 것81)이라면 천명은 태어날
때 한번 주어지는 일회적인 것일 수 없다.
천명은 단지 처음에 생명이 부여되었을 때 이 성을 주는 것만이 아니
다. 원래 무형한 체와 묘용한 용이 같은 류로 서로 들어가고 더불어
서로 감응한다. 그러므로 하늘이 경고를 하는 것 역시 유형의 이목에
서 말미암지 않고 매번 무형하고 묘용한 도심을 따라 타이르고 깨우
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하늘이 그 마음을 깨우치게 한다’
고 하는 것이다. 그 깨우침에 순응해서 따르면 천명을 받드는 것이요,
깨우쳐 주는 바에 게으르면 천명을 거스르는 것이다.82)

이 천명을 통해 매 순간 나를 깨워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제가 거기 있다. 인간은 언제나 매 순간 나를 내려다보는
상제, 인격적이며 양심에 말을 걸어오는 상제를 직감한다. ‘밤중에 산
속을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두려워 지는 것은
거기에는 범과 표범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군자가 어두운 방에 있
을 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알기 때문이다(夜行山林者, 不期懼而自懼, 知其有
虎豹也. 君子處暗室之中, 戰戰栗栗, 不敢爲惡, 知其有上帝臨女也).’83)
이 직감은 완전성이나 도덕성 그 자체로서의 리를 마음에서 지운 인
간이 천명으로 주어진 본성적인 선의 기호를 믿고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역할을 한다.
다산의 전략은 간단하다. 세계의 형이상학적, 도덕적 원리였던 리
를 제거하고 상제라는 인격적 존재를 세워 리가 사라진 만큼의 간극
을 메우는 것이다. 이 상제는 사변적인 정교화를 요구하는 형이상학
81) 다산은 도심과 천명을 두 개의 분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도심과 천명은 양단으로 나누어 보아서는 안 된다(道心與天命, 不
可分作兩段看)’ 中庸自箴 권1:5b
82) 天命不但於賦生之初, 畀以此性, 原來無形之體妙用之神, 以類相入, 與之相
感也. 故天之儆告, 亦不由有形之耳目, 而每從無形, 妙用之道心, 誘之誨之.
此所謂天誘其衷也, 順其誘而從之, 奉天命者也. 慢其誘而違之, 逆天命者也.
中庸自箴 권1:5b
83) 中庸自箴 권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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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델이 아니다. 신학의 신은 더더욱 아니다. 다산은 상제의 실재
를 형이상학적 맥락에서 사변화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며84) 국가적
맥락에서 논의되던 천과 제사에 관한 전통적 언설들을 검토하거나 혹
은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 전통과 단단히 연결하는 한편 삶의 자리
가까이로 근접시킨다.
당연한 말이지만 다산에게 계시신학적 세계관을 찾을 수 없다. 그
러나 상제의 주재성을 도입하고 상제와의 소통을 통해 인간의 이성
적, 도덕적 능력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라이프니츠식으로 말하면 일종
의 자연종교, 자연신학을 찾아볼 수 있다. 다산 안에서는 신도, 계시
신학은 없지만 상제와 그 상제를 통해 도덕적으로 자각하는 인간은
존재한다. 그것은 다산이 계시신학적 내용이 거의 담겨 있지 않은 마
테오 리치의 약화된 신관과 유학, 신유학에 고유한, 멀리서 라이프니
츠도 발견했던, 그리고 그의 표현을 빌자면 ‘자연신학’적85) 요소를
통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의를 요구한다. 그가 결코
신격으로 향한 경배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상제를 하늘을 가깝게
들여오는 것은 오로지 인격과 인륜의 문제일 뿐이다. ‘하늘이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것은 항상 인륜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닦고 하늘을 섬기는 바 역시 오직 인륜에 힘쓰는 데 있을 뿐이다.’86)
84) 다산의 상제가 기독교적 신과 다르다는 근거로 다산에게 신 존재 증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산의 상제
관을 파악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증’해야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무화시킬 수 있는 이론들과 경쟁해야
했던 유럽의 문제의식일 뿐이다. 동아시아에서 상제건 신이건 귀신이건
그 어떤 경우도 그 실재를 ‘논증’하는 전통이 없다. 다산이 마테오 리치가
주의를 기울였던 신 존재 증명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존재 증명이 없다는 사실이 기독교 신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의 근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85) 한형조는 퇴계가 이미 주자학의 신학적 성격에 주목했고 정약용이 이를
토대로 주자학적 전통과 기독교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종합했다고 평가한
다. 한형조 ｢다산과 서학:조선 주자학의 연속과 단절｣ 다산학 제2호 2001.,
｢주자신학논고｣ 한국실학연구 8집, 2004
86) 天之所以察人善惡, 恒在人倫. 故人之所以修身事天, 亦以人倫致力. 中庸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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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자신이 강조하는 소사상제의 학문이 결코 초월적 외부 세계
나 형이상학적 근원에 대한 경배로 향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 다산의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답을 들을 수 있다.
다산에게 ‘상제를 밝게 섬기는 학문(中庸之戒愼恐懼, 豈非昭事之學
乎)’87)이라는 전통적인 정의는 진부한 관용어를 넘어선다. 내적인 공
부의 일이 아니라 상천의, 그리고 연비어약이라는 형이상학적 세계상
에 대한 상향적 경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과정은 일
종의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나 신격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산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 과정은 인간의 일을 넘어서지 않는다.
(中庸一書, 雖本之天命, 而其道則皆人道也.)88) 다산은 상제를 경배하
지 않으며 오직 ‘본심에서 천명을 구하는 것이 성인의 상제를 밝게
섬기는 학문(求天命於本心者,聖人昭事之學)’89)이라고 말한다. 자기에
게 주어진 천명을 찾고 구하고 실천하는 노력 외에 별도로 소사지학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삼가고 경계하
여 상제를 밝게 섬긴다면 인이 될 수 있지만 헛되이 태극을 높이고
리를 천으로 여기면 인이 될 수 없고 (물리적) 하늘을 섬기는 데로
귀결될 뿐이다.(然恐懼戒愼,昭事上帝則可以爲仁,虛尊太極,以理爲天則不
可以爲仁,歸事天而已)90)
다산의 전략은 상제를 인간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상제는 세계에 주권을 행사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두려
움’으로 만나는 존재다. 이 정서적 반응이 없다면 다산은 상제를 자
기 철학에 들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는 높이 있지 않다.
오직 홀로 앉은 어두운 방의 문밖에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다산의
상제는 고대 유학에 있지 않으며 언제나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있다.

87)
88)
89)
90)

箴 권1:3a
중용강의보 권1:23a
중용강의보 권1:60b
中庸自箴 권1:4a
퇴계집 ｢自撰墓誌銘｣(集中本) 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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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고대 유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대 유학의 자산들을
담고 미래로 발을 옮겼다. 다산에게 ‘근대적’이라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면 실제의 주장과 개념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지향과 목표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산의 세계는 여전히 유가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인간과 사회
와 국가를 한 축에 두는 철저한 유교적 세계다. 다산은 이 축을 조금
더 월경하지 않는다. 외래의 사유를 들여오고도 이를 철저히 자기 전
통 안에서 재구성하는 이 창의적 종합의 능력 때문에 현대의 연구자
들은 다산을 자기 관심과 관점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구성할 수 있
었다. 이는 충돌하는 논점, 하나에 의해 다른 하나가 제거되어야 하
는 대결의 논점이 아니라 다산‘들’을 만나고 만들 수 있는 가능성으
로 연결된다. 이 가능성 때문에 다산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읽히
고 재구성되면서 늘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Ⅳ. 나가며
비율과 비중이 달랐지만, 그리고 한 쪽의 용어로 양자를 포섭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거칠게 말하자면 이들은 자기 철학과 세계 내에서
일종의 자연신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고민에 이들은 각각 타자의 사유로부터 받은 지적 계발을 활용
한다. 이 태도의 유사성 때문에 이토록 멀리 있는 두 사람을 함께 논
할 분모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기 사유에 기반해서 외래 사
유를 비추어보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서로 강도가 달랐지만 공통
적으로 계시 신학과 스콜라 철학, 유학과 신유학을 넘나드는 독특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목적을 위해 어떤
사상적 자원도 편견 없이 사용하며 결정적으로 자기 철학 안에서 완
전히 소화하는 강력하고 밀도 높은 통찰력의 소유자들이다.
합치되기 어려운 차이에도 불구하고91) 이들은 우주의 질서에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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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덕적 실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믿은 일종의
도덕 형이상학자들이었다. 이런 구도에서 인격신을 믿던 라이프니츠는
비인격적 원리인 태극과 신에 가까이 갔고, 비인격적 원리의 세계에
있던 다산은 상제라는 인격적 존재를 다시 끌어낼 수 있었다. ‘리’는
이들에게 같으면서도 달랐다. 라이프니츠는 ‘리’에서 신의 속성을 읽
었고 다산은 비인격성을 문제삼아 ‘리’를 세계 이해의 근본적 축의 자
리에서 밀어낸다. 라이프니츠에게 리는 신에게 조금 가까웠고 다산의
리는 상제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신－리,
상제－리의 관계 속에서 유사한 지향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다.
두 사람은 강도와 초점은 달랐지만 인간의 도덕성에 우주적 연원
이 있다는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자연과 도덕이 일치되는
조화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이프니
츠는 초월신 없는 이런 세계를 ‘자연신학’이라고 불렀지만 다산이 꿈
꾼 세계를 어떻게 부르건 관계없이 이들이 이 세계를 자연적, 기계적
으로만 바라보기 원치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복잡하고 때로 폭
압적인 이 세계의 균열상 앞에서 이들은 세계 밖에, 그러나 세계 가
까이에 인간이 지향할 경로를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이 세운
신이나 상제는 결국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각성의 다
른 이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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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실 만물을 설계할 모든 관념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초월적 신, 자신의
설계대로 만물을 창조한 신이 여러 가능성 가운데 최선의 가능성으로 이
세계를 설계하고, 창조하고, 창조된 세계의 경배를 받는 계시신학의 전통
에서 본다면 신유학의 도덕 형이상학은 무신론에 가까웠을 것이다. 반대
로 신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초월적 인격신을 세우는 계시 종교는
세계의 구성과 원리 그리고 작동에 불필요한 단계를 하나 더 얹어 사람
들을 호도하는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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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ibniz’s God and Tasan’s Lord on High

Kim, Seon-Hee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philosophical
objective and methodology of Leibniz and Tasan Chong Yagyong,
who

both

aimed

to

deepen

and

broaden

their

philosophical

framework by critically adopting thoughts from other traditions.
Leibniz, unlike fellow scholars of his time, approached the
philosophical thoughts of China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and
problematik, which enabled him to uncover the possibility of natural
theology from the Neo-Confucian tradition. He attempted to reaffirm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moral metaphysics, which associates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with human moral practice. Disputing
Longbardi and Saint-Marie’s interpretation of li, as only a kind of
primary material, Leibniz understood li as something very much like
a deity, a power that pre-established the harmony of the universe.
Further, as he discovered in li some qualities of divine nature, such
as reason and perfection, Leibniz attempted to go beyond the
mechanical worldview by confirming the significance of moral
metaphysics within the entirety of humanity, including, of course,
East Asia.
In a similar manner, Tasan, as a result of intellectual stimulation
from the west, tried to unfetter himself from li-qi dualism and
re-establish the structure and direction of moral practice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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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of a personalized Heaven called ‘lord on high.’ His attempt
was the opposite of that of Zhu Xi or Toegye, who tried to grasp
the

notion

only

philosophically,

stripping

off

its

human

characteristics. Tasan devoted himself to securing the status of a
personalized Heaven by acknowledging its operation as an intended
action, and interpreting its mandate as a direct appeal to the human
conscience. Placing the moral practice of humans in a direct
relationship with a personalized Heaven, Tasan challenged Zhu Xi’s
perspective of the universe as the function of an impersonal
principle

and

established a new

kind

of

moral

metaphysics.

Although in Tasan's personalized Heaven, the lord on high is not to
be equated with God in that it is not an object of prayer or of
religious faith, it still serves as evidence that the natural theology
which Zhu Xi’s system lacked has become a part of Confucian
tradition.
Keywords: Gottfried Wilhelm Leibniz, Tasan Chŏng Yagyong, natural
theology, lord on high(Shang Ti), moral metaphys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