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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정과 성악설*
1)

정 원 재

【주제분류】중국고대철학

【주제어】7정, 6정, 성악설, 순자, ｢예운｣

【요약문】이 글에서는 �예기� ｢예운｣의 7정을 성악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연구 시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7정’이 성립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좌전�에서 감정 일반을 지칭하는 

말은 좋아함, 싫어함,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好惡喜怒哀樂] 등의 ‘6정’이었

다. 여기서 6정이 근본적으로는 몸의 욕구[欲]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파악하

고, 6정에 ‘욕구’를 보탬으로써 순자의 7정이 성립한다. 욕구에 따른 반응인 7

정을 방치할 경우 무질서와 혼란이 생겨난다고 봄으로써 순자의 7정은 성악설

의 주장을 함축하는 것이 된다. 한편, ｢예운｣의 7정은 감정을 나열한 순서가 순

자의 7정과 일치하며, 7정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예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시 성악설에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반면, 7정 중에서 욕구

하고 싫어함[欲惡]이라는 두 가지 대립하는 감정이 다른 감정들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구절은 7정과 성악설을 관련짓기 어렵게 하는 점이다. 

둘째, ｢예운｣의 7정에 대한 여러 유학자들의 해석을, 세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공영달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예운｣의 7정은 육체적 욕구

에 근거하여 나온 감정이며, 도덕적으로는 악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곧 

｢예운｣의 7정을 성악설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은 유학사에서 매우 오래 이어

져 온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기� ｢예운｣의 7정을 성악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기존의 연구

는 상당한 정도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자유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

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stitute of Humanities Grant.) 이 글의 작성 당시 

필자의 강의연구조교였던 최천식 씨는 자료 검색과 수집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다. 깊
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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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예기� ｢예운｣편의 7정은 사칠논쟁의 중요한 주제어 중 하나다. 그런데 

어떤 사칠논쟁 연구자들은 7정을 성악설 또는 성무선무악설의 맥락에서 이

해하곤 했다. 가령 성태용은 “이러한 �예기�의 말은 분명 순자 류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칠정은 예에 의한 교정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모습

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그것은 자연상태로 방치하면 악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7정을 순자와 관련짓는다.1) 또 한자경은 “결국 인간

이 욕망하는 것은 ‘飮食男女’이고 싫어하는 것은 ‘死亡貧苦’이다. 고자는 

이런 본능을 無善無不善의 타고난 본성(生之謂性)이라고 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食色之欲으로부터 희로애락 등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유학은 이를 

희노애구애오욕의 ‘七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여 7정을 고자의 성무선무

악설과 같은 입장으로 파악한다.2) 또한 한형조도 �예기�의 7정에 대한 논

의는 “인간의 우주적 본성이나 근원적 본성, 성선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악 위에 서 있다”고 평한다.3)

이런 언급은 7정설이 성악설을 함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성태용 등은 대체로 ｢예운｣에서 7정이 등장하는 대목의 문맥에 대한 

독해를 바탕으로 이런 통찰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을 뿐, 그들의 연구가 기

본적으로 사칠논쟁 자체를 주제로 하고 있기에, 7정과 성악설의 관계에 대

한 구체적인 논증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곧 이 글에서는 ｢예운｣의 7

정이 정말로 성악설과 관련된 말이라고 볼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

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첫

째는, ‘7정’이라는 말이 고대 중국에서 어떻게 성립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1) 성태용, ｢퇴계 이황의 사상-四端七情論을 중심으로｣, �철학과현실�24(서울: 철학문화

연구소, 1995), p.149 참조.
2) 한자경, ｢사단칠정론에서 인간의 性과 情｣, �철학연구�68(서울: 철학연구회, 2005), 

p.171 참조.
3) 한형조, ｢왜 퇴계-고봉 논쟁인가｣, �국학연구�9(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6), p.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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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곧 ‘7정’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7정이라는 말이 성악

설과 유의미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론에서는 먼저 7정 개념의 전 단계로서 6정의 의미를 다루고, 그 다음 ｢

악기｣, �순자�, ｢예운｣의 순서로 7정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겠다. 둘째는, ｢

예운｣의 7정에 대한 여러 유학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간의 감

정으로 일곱 가지를 드는 선진 시대의 주요한 두 문헌은 ｢예운｣과 �순자�

이다. 그런데 �순자�의 경우는 7정의 성립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만으로도, 

그것이 성악설의 견지에서 언급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이에 비해 

｢예운｣의 7정을 곧바로 성악설과 한데 아울러 논의하기에는 한두 가지 난

점이 발견된다. 이 난점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예운｣

의 7정에 대한 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살펴봄으로써, 성태용 등의 통찰

이 어떤 점에서 지지 혹은 배척될 수 있는지 논의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어떻게 해서 다양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일까?: 6정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어떤 식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

았을까? 이에 대한 생각은 6정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난다.4) 6정에 대한 최

초의 이론적 설명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인 �좌전�에 나온

다.5) 이 설명의 요지는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에서 기쁨, 성냄, 슬픔, 즐거

움[喜怒哀樂]이 나왔다는 것이다.

“백성들에게는 좋아함과 싫어함[好惡], 기쁨과 성냄[喜怒], 슬픔과 즐거움

[哀樂]이 있는데, 이는 모두 여섯 가지 기[六氣]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까닭

에 본받을 것을 살피고 같은 종류들을 합당하게 하여 여섯 가지 반응을 제

4) 6정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서
울대 철학과 박사논문, 2005. 특히 pp.91∼94 참조)를 들 수 있다. 이하 본 논문의 서

술 중 장원태의 견해를 따르는 부분은 각주로 상세히 밝힌다.
5) 이 설명은 정(鄭)나라 공자 태숙(大叔)이 정자산(鄭子産)의 말이라며 전하는 내용이다.



논문6

어한다. […] 기쁨[喜]은 좋아함[好]에서 생겨나고 성냄[怒]은 싫어함[惡]

에서 생겨난다. […] 삶은 좋아하는 것[好物]이고 죽음은 싫어하는 것[惡

物]이다. 좋아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樂] 싫어하는 것은 슬픈 것이다

[哀].”6)

이 인용문에서는 6정의 형성 혹은 분화에 대해 두 가지 수순으로 해명하

고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지닌 여섯 가지 감정은 자연 세계에 드러나는 여

섯 가지 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가 근본

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에서 나온 

설명일 것이다.

두 번째 수순의 해명은 여섯 가지 기라는 말을 매개로 한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여섯 가지 기란 ‘음, 양, 바람, 비, 어두움, 밝음’[陰陽風雨晦明]을 가

리킨다.7) 그런데 이 나열에서 여섯 가지 기 모두가 동등한 위상을 갖는 것 

같지는 않다. 맨 앞에 음과 양이 나오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대표하는 용어 중 하나가 음양이다. 음양론은 “세계는 

서로 대립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립적인 요소들은 서로 필요로 한

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세계의 대립적인 구성 요소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음과 양이다. 여섯 가지 기 중 음양을 

제외한 나머지 네 기, 바람, 비, 어두움, 밝음은 음과 양에 귀속되는 더 구체

적인 이미지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음과 양의 대립적

인 기가 바람, 비, 어두움, 밝음으로 구체화되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

다. 그래서 여섯 가지 기에서 나온 것인 여섯 가지 감정 또한 여섯 가지 기

가 분화되는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본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자연세계의 현상을 크게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듯, 인간의 감정은 

크게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8)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의 

6) �좌전�, 소공 25년, “民有好惡喜怒哀樂, 生于六氣. 審則宜類, 以制六志. 哀有哭泣, 樂
有歌舞, 喜有施舍, 怒有戰鬪. 喜生於好, 怒生於惡, 審行信令, 禍福賞罰, 以制死生. 生好

物也, 舍惡物也. 好物樂也, 惡物哀也. 哀樂不失, 乃能協于天地之性.” 장원태의 앞 글, 
p.93에서 재인용하고 번역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하 재인용한 원문은 모두 마찬가지다.

7) 장원태 앞 글, p.93과 �좌전� 소공 원년, “六氣曰, 陰、陽、風、雨、晦、明也.” 기사 참조.
8) 당의 공영달(574∼648) 역시 소공 25년의 기사를 해석하면서, 좋아함과 싫어함을 음

과 양에 연결하고 있다. 孔穎達, �禮記正義�22, “六氣, 謂陰陽風雨晦明也. 案彼傳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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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감정은 좋아함과 싫어함으로부터 나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감정을 대표하는 말은 우선적으로 좋아함과 싫어함이고 기

쁨, 성냄, 슬픔, 즐거움의 네 감정은 좋아함과 싫어함의 구체적인 표출 형태

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9)

6정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고대 중국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관자�에서는 좋아함, 싫어함, 기쁨, 성냄, 슬픔, 즐거

움을 삶의 변화라고 부르면서 이에 대응하여 성인이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제어한다고 설명한다.10) 순자 역시 좋아함, 싫어함,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여섯 가지를 감정의 종류로 열거하면서11) 이를 하늘에서 받은 감정[天情]이

라고 부르는데,12) 역시 �좌전�의 설명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정에서 좋아함과 싫어함이 인간의 감정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것

의 다양한 파생 형태가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등의 네 감정이라고 한다

면, 이로부터 감정에 관한 몇 가지 다른 방식의 이해나 운용이 가능해진다.

첫째, 인간의 모든 감정을 대표하는 것으로 감정들의 원형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좋아함과 싫어함만이 단독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고

대의 문헌에서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인간의 감성적 능력을 지시하는 어

휘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다.13) 또 인간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喜生於風, 怒生於雨, 哀生於晦, 樂生於明, 好生於陽, 惡生於陰.’ 其義, 可知也.”
9) 이상의 설명 역시 장원태 앞 글, p.93을 따른 것이다.

10) �管子�26, ｢戒｣, “滋味動靜, 生之養也, 好惡喜怒哀樂, 生之變也, 聰明當物, 生之德也. 
是故聖人齊滋味而時動靜, 御正六氣之變, 禁止聲色之淫.”

11) �荀子�, ｢正名｣, “性之好惡喜怒哀樂, 謂之情.”
12) �荀子�, ｢天論｣, “天職旣立, 天功旣成, 形具而神生, 好惡喜怒哀樂藏焉, 夫是之謂天

情.” 장원태 앞 글, p.93 참조. 한편 이 인용문에서 순자는 “몸이 갖춰지고 神이 생겨나 

좋아함, 싫어함,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을 품게 되니 이것을 하늘에서 받은 감정이라 

한다”고 말하는데, 송대에 주돈이가 ｢태극도설｣에서 감정의 발생을 설명하는 방식 역

시 순자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惟人也, 得其秀而最靈. 形旣生矣, 神發知矣. 五性感

動, 而善惡分, 萬事出矣.”
13) �莊子�, ｢德充符｣, “莊子曰, ‘是, 非吾所謂情也. 吾所謂無情者, 言人之不以好惡內傷其

身, 常因自然, 而不益生也.’ 惠子曰, ‘不益生, 何以有其身?’ 莊子曰, ‘道, 與之貌; 天, 與
之形. 不以好惡內傷其身.’” ; �荀子�, ｢榮辱｣, “我欲屬之狂惑疾病也, 則不可. 聖王又誅
之. 我欲屬之鳥鼠禽獸耶, 則不可. 其形體又人而好惡多同.” 이 이외에도 �예기�에서 

10번, �좌전�에서 6번 등, ‘좋아함과 싫어함’이 한 단어로 사용된 무수히 많은 예가 보

인다. �논어� ｢里仁｣3의 유명한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구절은 ‘좋아함과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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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 하려 한다고 설명된다.14) 그런데 좋아함

과 싫어함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 대상에 대

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런 이유 때문에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은 좋아함과 증오함[好憎], 욕구함과 

싫어함[欲惡]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15) 

둘째, 이와는 달리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기쁨, 성냄, 슬픔, 즐

거움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이랄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인간의 감정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다. 곧 좋아함과 싫어함은 생

략되어 버리는 것이다. �장자�의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을 마음에 들이

지 않는다”16)는 구절이나 �중용�의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맞음[中]이라 한다”17)는 구절 등이 그런 예이다. 

셋째,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두 가지와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의 네 

가지 사이에 단계를 지어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 단계 사이에는 새

로운 의미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예컨대 순자가 음악에 대해 논하면서, “백

성들에게 좋아함과 싫어함의 감성적 능력[情]이 있는데 기쁨과 성냄[喜怒]

의 반응이 없다면 어지러워진다”18)고 말하는 것은, 감정 전체를 드러낼 수 

이 한 단어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감정을 대표하는 것은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생각이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4) 곧 인간의 호오는 일정한 행위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 점을 �장자�에서는 “좋아하는 

것은 부르고, 싫어하는 것은 버린다”고 표현한다.(�莊子�, ｢庚桑楚｣, “南榮趎請入就

舍. 召其所好, 去其所惡, 十日自愁. 復見老子.”) 또 �순자�에서는 이를 가지는 것과 버

리는 것으로 구분한다.(�荀子�, ｢正名｣, “凡人之取也, 所欲未嘗粹而來也, 其去也, 所
惡未嘗粹而往也.” 이 원문에서는 ‘좋아함과 싫어함’ 대신 ‘욕구함과 싫어함’이 쓰였

다.) 송대에 장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이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욕구를 ‘攻
取’라고 표현한다. (�正蒙�, ｢誠明｣17, “湛一, 氣之本, 攻取, 氣之欲.”)

15) 장원태 앞 글, p.93 참조. 장원태는 ‘좋아함과 증오함’의 예로는 �회남자� ｢원도훈｣의 

“知與物接, 而好憎生焉. 好憎成形, 而知誘於外, 不能反己, 而天理滅矣”를 들고, ‘욕구

함과 싫어함’의 예로는 �荀子�, ｢富國｣의 “欲惡同物, 欲多而物寡, 寡則必爭矣”와 �商

君書�, ｢說民｣의 “民之有欲有惡也”를 제시한다.
16) �莊子�, ｢田子方｣, “喜怒哀樂不入於胷次.”
17) �中庸�, “喜怒哀樂之未發, 謂之中.”
18) �荀子�, ｢樂論｣, “墨子曰, ‘樂者, 聖王之所非也, 而儒者為之, 過也.’ 君子以爲不然. 樂

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故先王導之以禮樂, 而民和睦. 
夫民有好惡之情, 而無喜怒之應, 則亂. 先王惡其亂也, 故脩其行, 正其樂, 而天下順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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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과 그것이 현실화된 양태를 구분하면서, 감정의 표출이라는 음악

의 순기능을 강조하려는 것이다.19)

�좌전�에서 제시한 6정의 구성은 이후의 문헌에서 조금씩 다른 양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앞서 본 것처럼, 좋아함과 싫어함이 좋아함

과 증오함, 욕구함과 싫어함 등으로 변주되는 데 따른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런 사례로는 우선 욕구함과 싫어함을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과 함께 열

거한 �장자� ｢경상초｣의 경우,20) 좋아함과 싫어함 대신 사랑함과 경외함

[愛敬]을 들고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을 덧붙인 �예기� ｢악기｣의 경우21) 

등을 들 수 있다.22)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6정 중 ‘슬픔’[哀]이 같은 

의미의 글자인 ‘서러움’[悲]으로 바뀌어서 등장하는 �장자� ｢각의｣의 사

례23)도 있다. 

Ⅲ. 7정의 성립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기본적인 감정에서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분화

된다는 6정의 설명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6정이라는 다양

한 감정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감정 자체는 애초에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 

19) 뒤에 공영달 역시 �예기� ｢악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랑함과 싫어함은 정밀하고 순

수한 것이고,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은 움직임과 그침을 낳는 것이라고 구분함으로

써, 두 단계의 감정 사이에 다른 역할이 있다는 이해를 드러낸다. 孔穎達, �禮記正義�, 
｢序｣, “故曰人生而靜天之性也, 感物而動性之欲也. 喜怒哀樂之志於是乎生動靜, 愛惡

之心於是乎在精粹者, […].”
20) �莊子�, ｢庚桑楚｣, “惡欲喜怒哀樂六者, 累德也.”
21) �禮記�, ｢樂記｣, “樂者音之所由生也, 其本在人心之感於物也. 其哀心感者, 其聲噍以

殺; 其樂心感者, 其聲嘽以緩; 其喜心感者, 其聲發以散; 其怒心感者, 其聲粗以厲; 其敬
心感者, 其聲直以廉; 其愛心感者, 其聲和以柔. 六者非性也, 感於物而動.”

22) 사랑함과 경외함은 ｢악기｣의 본문에서 이 한 곳에만 나온다. ｢악기｣의 본문 전체를 놓

고 보면, 감정을 대표하는 두 가지 반응으로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한 텍스트 안에서도 ‘좋아함과 싫어함’이 여러 가지로 변주되는 사

례는 많이 있다. �논어�의 ｢이인｣에서도 ‘좋아함과 싫어함’은 물론 ‘욕구함과 싫어함’
도 짝지어 등장한다.

23) �莊子�, ｢刻意｣, “悲樂者, 德之邪; 喜怒者, 道之過; 好惡者, 德之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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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곧 감정 형성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 중 하나가 

7정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1. 7정 성립의 단초: ｢악기｣

얼른 생각하면 7정은 6정에 단지 한 개의 감정이 더 보태졌을 뿐인 것 같

지만, 6정과 7정의 발상 사이에는 실제로는 아주 넓은 간극이 있다. 7정설

이 성립하는 단초는 �예기�의 ｢악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악기｣에서는 좋

아함과 싫어함[好惡]은 욕구[欲]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긴다.

“사람이 태어나 고요한 상태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다. 외부 대상의 자극

을 받고서 움직이는 상태가 본성의 욕구[欲]이다. 외부 대상이 이르게 되면 

지각24)이 지각 활동을 하게 되니, 그렇게 된 후에 좋아함과 싫어함이 드러나

게 된다. 좋아함과 싫어함이 안에서 절도가 없게 되어, 지각이 외부에 의해 

끌려가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천리는 없어지게 된다. 외부 대상이 

사람을 자극하는 것은 끝이 없는데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절도가 

없으면 이것은 외부 대상이 이르러 사람이 외부대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사

람이 외부 대상으로 변하는 것은 천리가 없어지고 사람의 욕구를 끝까지 추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스르고 속이는 마음이 있게 되며 방탕하고 나태하

며 난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게 된다. 이런 까닭에 힘센 자들은 약한 자들에

게서 갈취하고, 숫자가 많은 이들이 적은 이들에게 난폭하게 대하고, 똑똑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고, 용기 있는 자들이 겁 많은 자들을 괴롭히

고, 병든 이들을 돌보지 않고, 늙거나 어리거나 부모를 잃거나 과부가 된 이

들이 제 자리를 잃게 되니, 이것은 크게 혼란스러워지는 길이다.”25)

24) 지각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이 반응을 계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원재, ｢유

학에서 보는 마음｣, 강중기 외, �마음과 철학 : 유학편�(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

구소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p.16∼17 참고.
25) �예기�, ｢樂記｣,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物至知知, 然後好惡形

焉. 好惡無節於內, 知誘於外, 不能反躬, 天理滅矣. 未物之感人無窮, 而人之好惡無節, 
則是物至而人化物也. 人化物也者, 滅天理而窮人欲者也. 於是有悖逆詐僞之心, 有淫泆

作亂之事. 是故强者脅弱, 衆者暴寡, 知者詐愚, 勇者苦怯, 疾病不養, 老幼孤獨不得其所, 
此大亂之道也.” 장원태 앞 글 p.91에서 재인용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보탰다. ｢악기｣ 

인용문 앞 부분과 거의 비슷한 문장이 �회남자� ｢原道訓｣과 �文子� ｢道原｣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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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의 앞부분 설명에 따르면, 외부 대상의 자극을 받으면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감정적 반응을 표출하며, 이렇게 감정이 생겨나는 근본적 원

인은 인간의 본성이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꾸로 그래

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은 좋아하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상은 

싫어한다는 것이다. 좋아함과 싫어함, 나아가 6정이 생기는 원인은 욕구 때

문이라는 ｢악기｣의 설명은 7정론의 토대가 된다. 7정은 6정에 바로 이 욕

구가 보태져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악기｣에서 가리키는 ‘욕구’가 과연 어떤 성격의 욕구인지가 약

간 논란이 될 수 있다. 인용문 직전의 문장에 ‘입과 배와 귀와 눈의 욕구’[口

腹耳目之欲]26)란 말이 나오고 다른 곳에는 “군자는 도를 얻음을 즐거워하

고 소인은 욕구를 얻음을 즐거워한다. 도로써 욕구를 제어하면 즐거워해도 

어지럽지 않지만, 욕구를 추구하다가 도를 잊으면 미혹되어서 즐겁지 않

다”27)라고 하여 욕구를 소인과 연결하면서 도나 군자와 대비하는 구절도 

나온다. 이로써 본다면 ｢악기｣의 ‘욕구’는 신체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분명

하다고 할 수 있다.28) ｢악기｣에서 나타난 감정의 기원에 관한 이 같은 설명

은, �좌전� 소공 25년 기사에서 좋아함과 싫어함의 대상에 대해 논한 부분

의 발상을 끝까지 밀고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삶은 좋아하는 것이고 

죽음은 싫어하는 것”이란 말에 함축된 대로, 인간에게는 몸의 유지와 연장

에 관한 욕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선언하고, 

본성으로서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좋아함과 

싫어함의 감정이 생겨난다고 본 것이다.29)

26) “是故先王之制禮樂也, 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將以敎民平好惡而反人道之正也.”
27) “故曰, ‘樂者, 樂也.’ 君子樂得其道, 小人樂得其欲. 以道制欲, 則樂而不亂. 以欲忘道, 

則惑而不樂.”
28) 이 밖에 ‘욕’자가 나오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모두 욕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是故其聲哀而不莊, 樂而不安, 慢易以犯節, 流湎以忘本, 廣則容姦, 狹則思欲, 感
條暢之氣, 而滅平和之德. 是以君子賤之也.” ; “獨樂其志, 不厭其道. 備擧其道, 不私其

欲. 是故情見而義立, 樂終而德尊, 君子以好善, 小人以聽過.”
29) �장자� ｢徐無鬼｣에서도 신체의 욕구가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徐無鬼曰, ‘我則勞於君, 君有何勞於我? 君將盈嗜欲, 長好惡, 則性命之情病

矣. 君將黜嗜欲, 掔好惡, 則耳目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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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욕구이고, 욕구에 따라 좋아함과 싫어함이 

생겨난다는 생각은, 인용문의 뒷부분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그 같은 좋아함

과 싫어함의 반응을 방치할 경우 무질서와 혼란이 생겨난다는 생각으로 이

어지고 있다. 거의 비슷한 주장이 �여씨춘추�에서도 나타난다.

“생명이란 그 몸이 본래 고요한 것인데, 무언가에 자극 받은 후에 지각이 작

용하니, 이것은 외부 대상이 그렇게 한 것이다. 외부 대상을 쫓아가 돌아오

지 않으면 욕구에 제압되게 된다. 욕구에 제압당하는 것이 끝이 없게 되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잃게 된다. 끝없이 욕구하게 되면 반드시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어그러지고 혼란한 마음이 있게 되며, 방탕하고 나태하며 거짓되

며 속임수를 부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런 까닭에 힘센 자들은 약한 자

들에게서 갈취하고, 숫자가 많은 이들이 적은 이들에게 난폭하게 대하고, 

용기 있는 자들이 겁 많은 자들을 능멸하고, 장년이 어린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일은 모두 여기에서 생겨나게 된다.”30)

｢악기｣의 글과 비교해 볼 때 이 인용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몸’의 욕구가 

지각 작용의 근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띈다. 물론 욕구의 결

과로 나타난 반응들을 그대로 좇아가면 허다한 폭력과 무질서가 있게 된다

는 점을 장황할 정도도 부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악기｣와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감정은 신체의 욕구 때문에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감정을 

자연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과 쟁탈을 야기한다는 것, ｢악

기｣와 �여씨춘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발상은 순자의 견해

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순자의 7정설 역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2. �순자�의 7정

�순자�의 아래 구절을 보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구[欲]가 있고,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

30) �呂氏春秋�, ｢侈樂｣, “生也者, 其身固靜, 感而後知, 或使之也. 遂而不返, 制乎嗜欲, 制
乎嗜欲無窮, 則必失其天矣. 且夫嗜欲無窮, 則必有貪鄙悖亂之心, 淫佚姦詐之事矣. 故
彊者劫弱, 衆者暴寡, 勇者凌怯, 壯者慠幼, 從此生矣.” 장원태 앞 글, pp.91∼9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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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추구에 일정한 법도와 한계가 없으

면 필연적으로 싸움이 생긴다. 싸우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궁

해진다.”31)

�순자�의 이 인용문은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인간의 본질적 특징은 욕

구를 가졌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싸움과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

고 있다. 순자는 그 같은 견해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 지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니,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쟁탈전

이 발생하고 사양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날 때부터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

니,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비방하는 행위가 생기고 충직과 신

실의 도덕은 없어진다. 날 때부터 눈과 귀의 감각적 욕구가 있어서 고운 목

소리와 미색을 좋아하니,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음란이 발생하고 예절⋅

의리⋅법식⋅사리 등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좇으면 반드시 쟁탈전이 발생하고, 자연히 신분 질서를 범하고 사회 기강을 

어지럽혀, 결국 흉포한 난동에 귀착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고 선하게 된 것은 인위의 덕분이다.”32)

인간의 욕구는 ‘이익을 좋아함’, ‘남을 미워하고 싫어함’, ‘고운 목소리와 

미색을 좋아함’ 등의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감정을 기술하는 언어를 통해 

설명된다. 다시 인간이 가진 이런 다양한 욕구는 본성의 차원에서 설명되

고,33) 이 본성의 경향 탓에 쟁투와 무질서가 생겨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나쁜 결과를 낳는 원인인 욕구로서의 본성은 ‘악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

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 곧 개인이 지닌 몸의 욕구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악한 것이라고 규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의 견지에서 개개 인간

31) �순자�, ｢禮論｣, “禮, 起於何也? 曰, 人生而有欲,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

界, 則不能不爭. 爭則亂, 亂則窮.”
32) �순자�, ｢性惡｣, “人之性惡, 其善者僞也. 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 順是, 故爭奪生而辭

讓亡焉, 生而有疾惡焉, 順是, 故殘賊生而忠信亡焉,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順是, 
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 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而歸於

暴. 故必將有師法之化⋅禮義之道, 然後出於辭讓, 合於文理而歸於治. 用此觀之, 然則

人之性惡明矣, 其善者僞也.”
33) �순자�, ｢正名｣, “故雖爲守門, 欲不可去, 性之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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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질은 다름 아닌 육체적 욕구라고 간주하고, 본성으

로서 이 육체적 욕구 때문에 적어도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이론이 곧 성악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그러므로 인간이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좇으면 

반드시 쟁탈전이 발생하고”라고 한 데에서 드러나듯이, 순자는 이 악한 본

성이 드러난 것, 곧 인간의 욕구가 드러난 것이 감정이라고34) 본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신이 ‘하늘에서 받은 감정’[天情]이라 부른 6정에 욕구[欲]를 

더해 7정을 제시한다.

“말, 일, 기쁨⋅성냄⋅슬픔⋅즐거움⋅사랑함⋅싫어함⋅욕구는 마음으로 

구별한다.”35)

�좌전�의 6정과 비교해 보면, 순자의 7정은 ‘좋아함’[好]이 ‘사랑함’[愛]

으로 대체되었고,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이 사랑함[좋아함]과 싫어함 앞

으로 오면서 감정을 나열하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맨 뒤에 새로 욕구

가 붙었다. 이 같은 순자의 7정 구성 방식은, 신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생겨난 다양한 반응이 6정이라는 생각을 더 명확히 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서로 대립하는 감정의 대표 격인 좋아함과 싫어함의 파생 양

태랄 수 있는 6정에, 바로 그것의 형성 원인인 ‘욕구’를 더하여 ‘7정’이 성

립한 것이다. 따라서 ‘7정’이란 말에 열거된 일곱 가지 감정에서 가장 중요

한 중심축은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욕구는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다른 

감정들의 원인, 근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6정 안에서도 사랑함[좋아함]과 

싫어함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7정의 구조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도식

화 해 볼 수 있다.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4) → 사랑함[좋아함]과 싫어함(2) → 욕구(1) 

34) �순자�, ｢正名｣, “性者, 天之就也, 情者, 性之質也.”; ｢解蔽｣, “聖人縱其欲, 兼其情, 而
制焉者理矣.”; ｢正名｣, “故欲養其欲而縱其情, 欲養其性而危其形.”

35) �순자� ｢正名｣, “然則何緣而以同異? 曰緣天官. […] 說⋅故⋅喜怒哀樂愛惡欲, 以心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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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7정은 일곱 개의 동등한 위상을 갖는 감정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니다. 6정과는 다른 7정의 순서는 이 같은 감정 사이의 위계를 그대

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구체적 감정에서 감정

의 원형으로, 다시 감정의 기원으로 나아가는 순서이기도 하다.

이 같은 7정의 구성이 일정한 이론적인 기획의 산물이었으리라는 점은, 

똑같은 �순자� 책 안에서 6정을 열거하는 순서와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순자�에는 ｢정명｣과 ｢천론｣편에 6정이 두 번 나오는데,36) 여기서 6정은 

두 번 다 �좌전�이나 �관자�와 마찬가지로 ‘좋아함, 싫어함, 기쁨, 성냄, 슬

픔, 즐거움’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37) 이 순서는 �좌전�의 설명대로, 좋

아함과 싫어함이 여러 다른 감정을 낳는 중심축이기에 맨 앞에 오고 여기서 

파생된 다른 감정들은 뒤에 붙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자는 6정

을 제시한 바로 그 ｢정명｣편에서 다시 7정을 말하면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바꾸고, ‘좋아함’도 ‘사랑함’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는 ｢예

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욕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순자의 7정설은 후대의 6정설에까지 영

향을 미친다. 이 점이 잘 드러나는 문헌이 한대의 저작인 �백호통의�이다. 

�백호통의�에서는 “6정이란 무엇인가?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愛], 싫어함이다”38)라고 규정하며, 이후 이를 답습한 문헌은 후대에 여럿 

나타난다.39) 그런데 이 규정에서는 �좌전� 6정의 ‘좋아함과 싫어함’이 ‘사

36) 각주 11)과 12) 참조.
37) �장자� ｢경상초｣의 경우도 대략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정 전체를 한꺼번에 나

열하지 않고 둘씩 묶어서 각각에 대해 설명하는 �예기� ｢악기｣와 �장자� ｢각의｣는 이

와는 구분되는 예이다.
38) �白虎通義�30, ｢情性｣, “五常者何? 仁義禮智信也. 六情者何? 喜怒哀樂愛惡, 所以扶成

五性也.” 한편 같은 편의 조금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는 “喜在西方,怒在東方, 好在北方, 
惡在南方, 哀在下 樂在上何? 以西方萬物之成, 故喜, 東方萬物之生, 故怒, 北方陽氣始

施, 故好, 南方陰氣始起, 故惡, 上多樂, 下多哀也.”라고 하여 ‘愛’가 다시 ‘好’로 바뀌어

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39) 4장 3절의 사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吕本中(1084∼1145), �春

秋集解�, “凡喜怒哀樂愛惡者, 人之情, 所不免也.” ; 楊愼(1488∼1559), �丹鉛續錄�1의 

�시경�, “天生烝民, 有物有則” 구절에 대한 주석, “五性本於五行, 故仁義禮智信象金木

水火土也. 六情本於六氣, 故喜怒哀樂愛惡法乎陰陽風雨晦明也.” 인용문에 �좌전�의 6
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楊愼은 �좌전�의 6정이 곧 ‘喜怒哀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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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함과 싫어함’으로 바뀌면서 순서도 맨 뒤로 온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순

자� ｢정명｣과 �예기� ｢예운｣의 7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한대 이후에 출

현하는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의 6정은 �좌전�의 6정

을 변형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순자�에 나오는 7정에서 ‘욕구’를 떼

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40) 그리고 이렇게 순자의 영향으로 변

모된 6정설이 다시 후대의 7정론 구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41)

�좌전� 6정의 애초 발상은 단순히 인간이 갖는 정서적 반응을 대비적인 

짝으로 조합해 놓은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도덕적 함의도 갖

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자체에 대해 도덕적

으로 비난하거나 상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인간은 자신의 육

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보고도 얼

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순자의 7정은 6정

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이 욕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것

이다. 곧 7정은 인간이 가진 육체의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반응이고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

부터 도덕과는 어울리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서 순자의 7정설은 인간의 본성이 욕구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그의 성악

설과 정합적인 사유라고 하겠다.

3. ｢예운｣의 7정

�순자� ｢정명｣에서 7정의 정형이 확립되긴 했지만, 후대 학자들이 �순자�

의 7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에게 주목 받은 7정은 

�예기� ｢예운｣에 나오는 내용이며, 이런 때문에 일반적으로 ‘7정’이라는 말

의 1차적인 출전으로는 ｢예운｣이 지목되어 왔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愛惡’라고 본다. ; 馮琦(1558∼?), �宋史紀事本末�, “夫喜怒哀樂愛惡, 人主之所以鼓動

天下, 而用之之具也.” 
40) 거꾸로 이는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의 6정 밑에는 ‘욕구’가 전제되

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41) 이 점에 대해서는 4장 3절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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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천하를 한 집안으로 여기고 전체 국민을 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이지만, 이것은 의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들의 감정을 알아

서 옳은 것[義]을 열어 주며 이로움에 밝고 근심거리에 훤한 뒤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엇을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가?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喜怒哀懼愛惡欲]니, 이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무엇을 인간의 옳은 것이라고 하는가? 어버이는 자애롭고 자식

은 효성스러우며, 형은 선량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의롭고 아내는 

따르며, 어른은 은혜롭고 어린 아이는 순종하며, 임금은 인격적이고 신하

는 충성하니, 열 가지를 인간의 옳은 것이라고 한다. 믿음을 강구하고 화목

함을 닦는 것을 인간의 이로움이라고 하고, 쟁탈하며 서로 죽이는 것은 인

간의 근심거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七情]을 

다스리고 열 가지 옳은 것[十義]을 닦으며, 믿음을 강구하고 화목함을 닦으

며, 자애로움과 사양함을 높이고 쟁탈을 없애는 방법은, 예를 버리고서 어

떻게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먹고 마시며 연애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크게 

욕구하는 것이고, 죽고 가난에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이 크게 싫어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욕구하고 싫어하는[欲惡] 것은 마음의 큰 조목이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지만 헤아릴 수가 없다. 아름답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美惡]이 모두 그 마음에 있으나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약 한결

같이 그런 감정을 다 알아내려면 예를 버리고서 어떻게 하겠는가?”42)

｢예운｣의 7정은 �순자� ｢정명｣의 7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핏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6정의 ‘좋아함’이 ‘사랑함’으로 바뀌어 있

으며, 감정을 나열한 순서도 6정이 아니라 ｢정명｣ 7정의 순서와 일치한다. 

게다가 열 가지 옳은 것[十義]이 인간의 이로움과 연결되는 데 반해, 7정은 

인간의 근심거리와 이어지는 것으로 대비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안으로 예의 역할이 중시된다는 점 

등도, 성악설을 반영한 순자 7정의 성격과 유사하다. 이런 점들은 예운의 7

정을 성악설과 관련지어 이해한 기존 연구의 시각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운｣의 7정을 순자의 7정과 달리 보게 하는 점들도 있다. 우선 

6정과 ｢정명｣ 7정의 ‘즐거움’[樂]이 ‘두려움’[懼]으로 바뀐 것이 도드라진

다. 거의 모든 6정설은 물론 순자의 7정설에서도 그 안에 포함된 감정들은 

42) �예기�, ｢禮運｣. 대체로 공영달의 견해에 따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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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대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두려움은 슬픔과 상대되는 

감정이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이런 정형에서 어긋난다.43) 왜 두려움이란 

감정을 7정 중의 하나로 중시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적어도 ｢예운｣편 본

문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44)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차이는 인용문 뒷부분의 “그러므로 욕구하고 싫어

하는[欲惡] 것은 마음의 큰 조목이다”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이 구절은 ｢예

운｣의 7정에 대해 욕구하고 싫어함이라는 두 가지 대립하는 감정을 중심으

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때의 욕구하고 싫어함은 일단 6정의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 뒤에 나오는 

“아름답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美惡]이 모두 그 마음에 있으나”라는 구절 

역시 그런 판단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예운｣의 7정은 욕구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정명｣의 7정처럼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즐거움] → 사랑함과 싫어함 → 욕구”, 곧 “4 → 2 → 1”의 구조로 파악하

기는 어렵게 된다. 오히려 욕구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놓음으로써, �좌전� 

6정설의 방식으로 7정을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대대의 짝에서 벗어나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가 모호한 ‘두려

움’이란 감정의 존재, 그리고 욕구하고 싫어함이라는 두 가지 대립하는 감

43) 두려움[懼]이 어떻게 해서 7정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

만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중국 고대에 감정의 발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미 

본 것처럼 음양론의 틀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오행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때는 물론 5정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두려움이 포함된 사례가 보인다.(�大戴禮記�

10, ｢文王官人｣72, “民有五性, 喜怒欲懼憂也.”) 5정에 두려움이 들어간 경우는 이 이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과 비슷한 ‘근심함’[憂]이 들어간 경우는 몇 차례 

더 나온다.(�黄帝内經素問�, ｢天元紀大論｣66, “天有五行, 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 �呂氏春秋�, ｢盡數｣, “畢數之務在乎去害. 何謂

去害? 大甘⋅大酸⋅大苦⋅大辛⋅大鹹五者充形, 則生害矣. 大喜⋅大怒⋅大憂⋅大恐⋅

大哀五者接神則生害矣.”) 한편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 6정을 나열하는 가운데에 두

려움이 포함된 사례도 있다.(�呂氏春秋�, ｢論人｣, “喜之以驗其守, 樂之以驗其僻, 怒之

以驗其節, 懼之以驗其特, 哀之以驗其人, 苦之以驗其志. 八觀六驗, 此賢主之所以論人

也.” 여기서는 6정의 희노애락 4정은 그대로인데, 좋아함과 싫어함이 두려움과 괴로움

으로 바뀌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행설의 연장에서 5정을 논하면서 두려움을 

상정하던 것이 어떤 계기로 ｢예운｣의 7정에 섞여든 것이 아닌가 한다.
44) ‘懼’자가 ｢예운｣에서 단 한번 나오고, �예기� 전체에서는 7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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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다른 감정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운｣ 본문의 설명은, ｢예

운｣의 7정을 순자의 7정설과 동일시하기 힘들게 만들며, 이 점에서는 7정

을 성악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기도 곤란해진다.

그런데 “그러므로 욕구하고 싫어하는 것은 마음의 큰 조목이다”는 구절

의 함축대로 ｢예운｣ 7정의 구조를 욕구하고 싫어함을 중심으로, 곧 �좌전�

6정설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려 하면 금세 새로운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첫째, 6정설은 기본적으로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두 가지 감정의 원

형이 분화되는 과정으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곧 6정설은 음과 

양의 대립을 모델로 하고 있다. 7정설이 욕구함과 싫어함을 축으로 한다면 

이 음양론의 전제를 거스르게 된다. 6정설의 전례대로, 욕구함과 싫어함에 

맞춰 나머지 5개의 감정을 서로 둘씩 대립하는 짝으로 구성하고 나면 하나

의 감정이 남게 되므로 이것의 처리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물론 둘씩 짝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감정을 일단 욕구함과 싫어함의 대립항에 속하게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어느 한쪽 항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이 더 많아지게 되

는데, 이것은 음양론의 논리상 그다지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욕구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예운｣ 7정의 구조를 해명한다는 것

은, �좌전� 6정설의 좋아함과 싫어함의 짝에서 좋아함을 욕구함으로 대체

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순자의 7정설과 �백호통의�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랑함 역시 좋아함 대신 싫어함의 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곧 싫어함

의 짝이란 점에서는 욕구함과 사랑함은 호환이 가능하며, 그런 의미에서는 

양립하기 곤란한 감정이다. 그래서 “욕구하고 싫어하는 것은 마음의 큰 조

목이다”는 구절은, 그 자체로 7정 안에 포함된 ‘사랑함’과 충돌을 일으킨

다. 왜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한 의미의 감정이 둘이나 있게 된 것일까?

순자의 7정설이 그러하듯 욕구 하나를 중심으로 7정의 구조를 파악한다

면, 사랑함은 자연스럽게 싫어함의 짝이 되지만, 욕구함과 싫어함이 7정의 

중심축임을 인정하는 순간 사랑함은 짝 없이 혼자 있으면서 적어도 대대의 

구도에서는 이탈해 버린다.

셋째, 욕구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7정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7정을 6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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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예운｣에서는 욕구함과 싫어함의 대상에 대해 “먹고 마시며 연애하

는 것은 사람이 가장 크게 욕구하는 것이고, 죽고 가난에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이 크게 싫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대로라면 예운 역시 욕

구함과 싫어함이 생기는 원인을 신체적 욕구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된다. 7정

을 열 가지 옳은 것과 대비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본문의 설명 역

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7정 밑에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욕구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예운｣의 7정 역시 의미상

으로는 �순자� ｢정명｣의 7정 구도에 접근하게 된다. 곧 ｢예운｣의 7정설은 

내재적으로는 사실상 욕구함과 싫어함의 감정군 밑에 더 근원적인 욕구를 

더한 8정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욕구함과 싫어함의 대립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운｣의 7정설은 그 자체로는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을 

아직 드러내지 못한 불완전한 이론이 된다. 이럴 바엔 차라리 ‘욕구’라는 문

자의 동일성에 의지하여 ｢예운｣의 7정을 �순자� ｢정명｣의 7정설의 구조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 편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론적인 명쾌함을 확

보하는 쉬운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후대 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을 살펴보자.

Ⅳ. ｢예운｣의 7정에 대한 세 가지 해석

앞 장에서 지적한 몇 가지 난점 때문에 ｢예운｣의 7정에 대한 이해는 해석

자에 따라 엇갈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욕구함과 싫어함의 짝을 강

조하면 ｢예운｣의 7정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좌전�의 6정설에 접근하게 되

지만, 의미상으로는 결국 순자의 7정설을 함축하게 된다. 또 일곱이라는 감

정의 숫자에 주목하면서 7정의 마지막인 욕구를 지렛대로 삼게 되면 ｢예운｣

의 7정은 더 명확히 순자의 7정설에 다가가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경우에는 

모두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 만약 ｢예운｣의 7

정을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좌전�의 6정과 일치시키려면 완

전히 새로운 받침점이 필요해진다. ｢예운｣ 7정 독해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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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여러 해석들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공영달의 해석이고, 둘째는 진호 등의 해석, 

셋째는 당송대 이래 신유학자들 다수가 견지하는 해석이다.

1. 사랑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보는 해석

공영달은 ｢예운｣의 7정은 �좌전�의 6정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본

다.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

[함]’의 일곱 가지에서 사랑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하여 ｢예운｣의 7정을 

이해한다. ｢예운｣ 본문에서 제시한 욕구함과 싫어함의 짝보다는 사랑함과 

싫어함의 짝이, �좌전�의 좋아함과 싫어함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이

다. 또 그는 7정의 욕구[함]는 6정의 즐거움과 같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

면 7정중에서 두려움이 남게 되는데, 공영달은 두려움은 성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 남이 성내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되었

다는 것이다.45) 7정에 대한 공영달의 이런 설명은, 정현이 �시경�의 ｢증민｣

에 나오는 “하늘이 여러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음에 법칙이 있도다”의 구

절에서 ‘법칙’을 �좌전�의 6정으로 주석한 것46)에 착안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공영달은 7정을 육체적 욕구와 분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7정을 6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정 전체에 대한 이론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공영달

의 견해는 이후 별다른 지지자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욕구함과 싫어함을 

중심축으로 제시한 ｢예운｣ 본문에 명백히 위배될뿐더러 7정설의 많은 문

제를 그대로 남겨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영달의 설명은, ｢예운｣의 

45) 孔穎達, �禮記正義�22, “正義曰, 此一節, 以上經‘情義利患四者, 聖人皆知之, 能有天

下’, 故此覆釋, 情義利患, 必須禮以治之. 又明人之欲惡在心難知, 若其舍禮, 無由可化. 
喜怒哀懼愛惡欲者, 案昭二十五年左傳云‘天有六氣, 在人爲六情, 謂喜怒哀樂好惡.’ 此
之喜怒及哀惡, 與彼同也. 此云欲則彼云樂也, 此云愛則彼云好也, 謂六情之外增一懼而

爲七. 熊氏云‘懼則怒中之小別, 以見怒而怖懼耳.’ 六氣, 謂陰陽風雨晦明也. 案彼傳云

‘喜生於風, 怒生於雨, 哀生於晦, 樂生於明, 好生於陽, 惡生於陰.’ 其義, 可知也.”
46) �毛詩正義�의 ｢大雅⋅蕩之什⋅烝民｣,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彛, 好是懿德” 구

절에 대한 정현의 箋, “天之生衆民, 其性有物象, 謂五行仁義禮智信也. 其情有所法, 謂
喜怒哀樂好惡也.” 정현의 箋에 대한 疏에서도 공영달은 �禮記正義�에서와 거의 비슷

한 설명을 반복한다.



논문22

7정을 �좌전�의 6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7정이 욕구에 근거한 것

이 아닌, 가치중립적인 감정 일반을 지시한 것으로 본 거의 유일한 견해이다.

2. 욕구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보는 해석

이것은 ｢예운｣ 본문의 말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형식적으로는 7정을 �좌

전�의 6정에 가깝게 보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보이는 이들은 대체로 �예기�

의 주석자들이다. 주석이라는 작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예운｣ 본문의 설명

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으로 �예기집설�을 지은 진호(1260∼1341)47)와 �예기집해�를 

지은 손희단(1736∼1784)이 이런 견지를 취하고 있고, 원래의 저작은 없어

졌지만, 진호와 손희단의 책에 수록된 문장을 통해 입장을 알 수 있는 그 이

전의 �예기� 주석자들, 예컨대 �예서�(禮書)를 지은 진상도(陳祥道, 長樂 

陳氏라 부름, 1053∼1093)를 비롯해서 �예기해�(禮記解)를 지은 마희맹

(馬晞孟, 1073년 진사 급제), �예기집해�(禮記集解)를 지은 방각(方慤, 嚴

陵 方氏라 부름, 1118년 진사 급제) 등이 이 견해에 동의한다. 이 입장에서

는 7정을 어떻게 욕구함과 싫어함의 짝에 배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

에 대해 진상도는 기쁨, 사랑함, 욕구함은 양의 감정이고, 성냄, 슬픔, 두려

움, 싫어함은 음의 감정이라고 보고,48) 손희단 역시 7정을 마찬가지로 분류

한다. 하지만 손희단이 7정의 욕구를 ‘탐욕’(貪欲)이라고 보는49) 데에서 드

47) 陳澔 原著, 胡廣 등 撰, �禮記集說大全�9, “人心雖有七情, 總而言之, 止是欲惡二者. 故
曰大端. 欲惡之心, 藏於內, 他人豈能測度之. 所欲之善惡, 所惡之善惡, 豈可與顔色覘

之. 若要一一窮究而察識, 非求之於禮, 不可. 蓋七情中節, 十義純熟, 則舉動自然合禮. 
若七情乖僻, 人倫有虧, 則言動之間皆失常度矣. 有諸中, 必形諸外也. 若不知禮, 則無以

察其情義之得失於動作威儀之間矣.”
48) �禮記集說大全�9(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5), p.285 세주, “長樂陳氏曰, 喜愛欲

者, 陽之情, 怒哀懼惡者, 陰之情. 凡此皆出於天然, 故言弗學而能也. 父慈子孝⋅兄良弟

弟⋅夫義婦聽者, 閨門之義, 長惠幼順者, 鄕黨之義, 君仁臣忠者, 朝廷之義, 凡此皆出於

人爲. 信則無所欺罔, 睦則有所顧省, 此皆足以和義, 故謂之人利. 爭而後奪, 奪而後相殺, 
此皆足以召禍, 故謂之人患也.” 한편 이 주석에서 드러나듯이 진상도는 7정은 ‘天然’에
서 드러나지만, 十義는 ‘人爲’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 역시 욕구와 예를 본

성과 인위로 구분하는 순자의 논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9) 孫希旦, �禮記集解�22(中華書局, 1989), pp.607∼608, “欲, 謂貪欲, 如目欲色, 耳欲聲



7정과 성악설 23

러나듯 이 견해에서는 욕구가 싫어함의 대립항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대립

항의 근저에 있는 신체적 욕망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띠곤 한다. 이 때문에 

조선의 이익은 7정을 욕구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욕구함

과 싫어함의 대상을 ‘먹고 마시며 연애하는 것’과 ‘죽고 가난에 고통스러운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7정은 몸의 기운에서 나온 것이 되므로 인심(人心)

과 같다고 본다.50) 그래서 이 견해는 형식적으로는 �좌전�의 6정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명｣의 7정에 근접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욕구를 중심으로 보는 해석

이 해석은 7정을 ‘�좌전�의 6정+욕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당송대 이

래의 많은 신유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6정과 7정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다시 셋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7정을 ｢예운｣ 본문 그대로 “기쁨, 성냄, 슬픔, 두

려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로 부르는 사람들과, 가장 문제가 되는 ‘두려움’

을 ‘즐거움’으로 바꿈으로써 순자의 것과 똑같은 7정을 상정하는 이들, 그리

고 여기서 다시 ‘사랑함’을 ‘좋아함’으로 바꿈으로써 �좌전�의 체계에 더 접

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예운｣의 7정설을 공통적으로 ｢악기

｣를 통해 이해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예운｣의 7정을 성악설의 문맥에

서 이해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이들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자.51)

당대의 이고(774∼836)는 ｢예운｣의 7정을 그대로 따르지만,52) 7정을 

是也.”
50) �四七新編�16, ｢圖說｣, “｢禮運｣只以飮食男女死亡貧苦論七情, 結之曰, ‘欲惡者, 心之

大端.’ 飮食男女之欲, 死亡貧苦之惡, 非生於形氣而何? 旣生於形氣, 則非人心而何?”
51) 이 절에서 한국 유학자들의 논의는 중국 유학자의 전형적인 사유와 비교할 만한 경우

라고 판단되는 한백겸과 최한기의 이론만을 검토한다. 이렇게 한국유학자들의 설명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칠논쟁 이후 학파간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학파 의식이 7정

에 대한 설명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52) 이고와 같이 활동한 한유(韓愈, 768∼824)도 ｢예운｣의 7정을 언급하지만, 그는 감정

의 성격 자체보다는 감정을 운용하는 사람의 등급에 관심을 보인다. �韓昌黎集�11, ｢原
性｣, “情之品有上中下三, 其所以爲情者七. 曰喜曰怒曰哀曰懼曰愛曰惡曰欲. 上焉者之

于七也, 動而處其中. 中焉者之于七也, 有所甚有所亡, 然而求合其中者也. 下焉者之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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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을 망치는 것이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본다.53) 이것은 본성은 선하지만 

감정은 악하다는 이론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은 본성 때문이다. 사람이 그 본성을 미혹시키는 것

은 감정 때문이다.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의 일곱 

가지는 모두 감정의 작용이다. 감정이 이미 어두워지면 본성도 숨겨지는

데, 이는 본성의 잘못이 아니고 일곱 가지 감정이 교대로 도래하여 본성이 

충실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54)

그가 주창한 성선정악설은 이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론이 된다. 이

런 주장은 그가 좋아함과 싫어함의 감정 밑에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전제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욕구[嗜欲]와 좋아하고 싫어함 또는 

사랑하고 미워함을 자주 붙여서 얘기하곤 한다.55) 진양(1017∼1080)은 ｢예

운｣의 7정을 그대로 따르지만, ｢악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성선정악설로 기

운다.56) 소식(1037∼1101)은 인간의 본성이 욕구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예운｣의 7정과 연결 짓는다.57) 유종주(1578∼1645)는 �중용�의 기

쁨, 성냄, 슬픔, 즐거움과 ｢예운｣의 7정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

七也, 亡與甚, 直情而行者也. 情之于性, 視其品.” 이원석, ｢북송대 인성론 연구｣(서울

대 철학과 박사논문, 2011), p.37 참고.
53) 이고도 ｢악기｣를 인용하긴 하지만, 그는 아마도 ｢악기｣를 �중용�의 틀로 이해한 것 

같다. 李翶, �李文公集�2, ｢復性書 中｣, “人生而靜天之性也, 性者天之命也.”
54) ｢復性書 上｣, “人之所以爲聖人也者, 性也. 人之所以惑其性者, 情也. 喜怒哀懼愛惡欲七

者, 皆情之所爲也. 情旣昏, 性斯匿矣, 非性之過也. 七者循環而交來, 故性不能充也.” 또 

｢復性書 中｣, “情者, 性之邪也.” 이원석, 앞 글, p.23 재인용.
55) ｢復性書 中｣, “桀紂之性, 猶堯舜之性也. 其所以不覩其性者, 嗜欲好惡之所昏也, 非性之

罪也.”; “問曰, ‘人之性, 猶聖人之性, 嗜欲愛憎之心, 何因而生也?’ 曰, ‘情者, 妄也, 邪
也, 邪與妄則無所因矣.’” ; “問曰, ‘人之性本皆善, 而邪情昏焉. 敢問, 聖人之性, 將復爲
嗜欲所渾乎?’ […] ‘如狀復爲嗜欲所渾, 是尙不自覺者也, 而況能覺後人乎.’”

56) 陳襄, �古靈集�12, ｢禮記講議｣, ｢中庸｣, “凡人之性, 未接於物, 莫非善也. 接於物而情

生, 則有喜怒哀懼愛惡欲七者形焉, 故情有善有不善.” 이원석, 앞 글, p.94 재인용.
57) 蘇軾, �東坡全集�43, ｢揚雄論｣, “人生而莫不有飢寒之患牝牡之欲. 今告乎人曰, 飢而

食, 渴而飲, 男女之欲, 不出於人之性也, 可乎? 是天下知其不可也. 聖人無是無由以爲

聖, 而小人無是無由以爲惡. 聖人以其喜怒哀懼愛惡欲七者, 御之而之乎善, 小人以是七

者御之而之乎惡. 由此觀之, 則夫善惡者, 性之所能之, 而非性之所能有也. 且夫言性者, 
安以其善惡爲哉?” 이원석, 앞 글, p.15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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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7정은 ｢악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7정은 합쳐서 말하면 모두 욕

구”라고 설명한다.58)

반면 호원(993∼1059)은 ｢예운｣과는 다르게 7정을 기쁨, 성냄, 슬픔, 즐

거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로 제시하면서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대체하

고 결과적으로 순자의 7정과 같은 감정론을 내놓는다. 그 역시 ｢악기｣를 근

거로 하여 성선정악설을 견지한다.59) 정이(1033∼1107)는 초년에 쓴 ｢안

자소호하학론｣에서 ‘두려움’ 자리에 ‘즐거움’을 넣어 7정으로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를 듦으로써 순자의 7정론에 이른다. 이 

글에서 그는 감정이 본성을 손상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7정을 부정적인 것

으로 이해한다.60) 임지기(1112∼1176)는 그의 �상서� 주석에서 “기쁨, 성

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의 욕구”라는 표현을 통해 7정 중 6정의 여

러 감정은 그 자체로 욕구라는 생각을 드러낸다.61) 비슷하게 진량(1143∼

1194) 역시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은 욕구가 천지에서 

몸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62)

한편 왕안석(1021∼1086)은 인성론 관련 글에서 일관되게 7정을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좋아함, 싫어함, 욕구”라고 부른다.63) ｢예운｣의 ‘두려

58) 劉宗周, �劉宗周全集�2, 권12, ｢學言 上｣(臺北: 中央硏究院中國文哲硏究所籌備處, 民
國85/1996), pp.468∼469, “喜怒哀樂, 雖錯綜其文, 實以氣序而言. 至殽爲七情, 曰喜

怒哀懼愛惡欲, 是性情之變, 離乎天而出乎人者, 故紛然錯出而不齊. 所爲‘感於物而動, 
性之欲也.’ 七者合而言之, 皆欲也. 君子存理遏欲之功, 正用之於此. 若喜怒哀樂四者, 
其發與未發, 更無人力可施也.<後人解中和, 誤認是七情, 故經旨晦至今.>”

59) 胡瑗, �周易口義�1, ｢乾卦｣, “蓋性者天生之質, 仁義禮智信, 五常之道, 无不備具, 故禀

之爲正性. 喜怒哀樂愛惡欲七者之來, 皆由物誘於外, 則情見於內, 故流之爲邪情.” 이원

석, 앞 글, pp.48∼49 재인용.
60) 程頤, ｢顔子所好何學論｣, “天地儲精得五行之秀者爲人, 其本也眞而靜, 其未發也. 五性

具焉, 曰仁義禮智信, 形旣生矣. 外物觸其形, 而動於中矣. 其中動而七情出焉, 曰喜怒哀

樂愛惡欲, 情旣熾而益蕩, 其性鑿矣.”
61) 林之奇, �尙書全解�14, ｢仲虺之誥｣, “曰嗚呼, 惟天生民有欲, 無主乃亂, 惟天生聰明, 

時乂.”의 주석, “言‘民之生有喜怒哀樂愛惡之欲, 失性命之情, 以爭其所欲, 則侵盗攘奪

無所不爲矣. 不爲之主以治之, 則欲者必爭, 爭而不已, 則亂矣.’”
62) 陳亮, �龍川集�9, ｢勉彊行道大有功｣, “夫喜怒哀樂愛惡, 欲之所以受形於天地而被色而

生者也.”
63) 王安石, �王臨川集�67, ｢性情｣, “喜怒哀樂好惡欲未發於外而存於心, 性也. 喜怒哀樂好

惡欲發於外而見於行, 情也. 性者情之本, 情者性之用. […]自其所謂情者, 莫非喜怒哀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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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즐거움’으로 바꾼 것은 물론, ‘사랑함’도 ‘좋아함’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좌전�의 6정설에 욕구를 보탠 것이 7정이라는 생각을 선명하게 드

러내는 것이다. 나흠순(1465∼1547)은 ｢악기｣의 욕구와 좋아함과 싫어함, 

그리고 �중용�의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을 합쳐서 7정이라고 부른다. 이

것은 그가 ｢예운｣의 7정을 �좌전�의 6정설에 따라 완전히 재구성하면서 그 

근거를 ｢악기｣와 �중용�에서 찾았음을 말해 준다. 그는 또한 7정 가운데 욕

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욕구에 따르면 기뻐하고, 욕구를 거스르면 성내고, 

욕구 대상을 얻으면 즐거워하고, 욕구 대상을 얻지 못하면 슬퍼한다는 식으

로, 욕구를 중심으로 하여 네 가지 구체적인 감정의 분화를 설명한다.64) 

조선의 신유학자중에서는 우선 한백겸(1552∼1615)의 7정에 대한 설명

을 살펴보자.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의 6정은 모두 욕구에서 생겨서 

욕구에서 이뤄진다. […]사물이 자극하면 감정이 반응하여 이쪽과 저쪽이 

서로 흔들린다. 그러므로 기쁨을 말하면 반드시 성냄이 있고 슬픔을 말하면 

반드시 즐거움이 있으며 사랑함을 말하면 반드시 싫어함이 있는데, 모두 음

으로 나누고 양으로 나누어 대립적으로 말한 것이다. 욕구만은 유독 짝하는 

것이 없으니 욕구라는 하나의 감정은 스스로 양쪽을 포함하고 있다.”65)

이것은 �좌전�의 6정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양설에 근거하여 7정을 

욕구 중심으로 정확히 설명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왜 ｢예운｣의 7정설을 따

르지 않고 두려움의 자리에 즐거움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예운｣의 7정이 언급한 ‘두려움’은 아직 오직 않은 일에 대

해 미리 갖는 감정이지,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처럼 

직접 일에 부딪쳐서 나오는 감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한유

好惡欲也.” 이원석, 앞 글, pp.108∼111 참고.
64) 羅欽順, �困知記�1上:17, “｢樂記｣所言欲與好惡, 與 �中庸�喜怒哀樂, 同謂之七情, 其

理皆根於性者也. 七情之中欲較重. 蓋惟天生民有欲, 順之則喜, 逆之則怒, 得之則樂, 失
之則哀, 故 ｢樂記｣獨以性之欲爲言, 欲未可謂之惡. 其爲善爲惡, 係於有節與無節爾.”

65) 韓百謙, �久菴遺稿�上-21a, ｢四端七情說｣, “喜怒哀樂愛惡之六情. 皆生於欲而成於欲. 
[…]蓋物感情應. 彼此相盪. 故言喜則必有怒. 言哀則必有樂. 言愛則必有惡. 皆分陰分

陽. 待對言之. 而欲獨無對者. 欲之一情. 自含兩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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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성｣에서 ｢예운｣의 7정을 그대로 나열한 것을 비판하고, 정이가 ｢안

자소호하학론｣에서 든 7정이 옳다고 본다.66) 이는 결국 순자의 7정론과 같

아지는 것이다.

한편, 최한기(1803∼1877)는 7정은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에서 나온다

고 본다.

“삶에 보탬이 되면 좋아하고 삶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싫어하니, 감정으로 

나타난 것을 이름 붙이면 비록 일곱 가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좋아함과 싫

어함일 뿐이다.

7정이란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이다. 감정의 발현

에 어찌 이같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가? 그 실상을 찾아보면 대개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을 뿐이지만, 그 좋아함과 싫어함에 각각 얕고 깊음이 같지 않

으므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싫어함이 간절하면 슬픔이 되고 

싫어함이 격렬하면 노여움이 되며, 좋아함이 드러나면 기쁨이 되고 좋아함

이 현저하면 즐거움이 되며, 좋아함이 물건에 미치면 사랑함[아낌, 愛]이 된

다.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욕구이다.”67)

최한기는 7정은 실제로는 좋아함과 싫어함일 뿐이라고 하여, 일단 좋아

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7정을 파악한다. 하지만 좋아함과 싫어함이 생겨

나는 원인은 ‘삶에 보탬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함으로써, 신체의 욕구

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7정이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욕구’이며, 다시 여기서 나온 좋

아함과 싫어함에서 여러 감정이 파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작 

7정 자체를 열거하면서는 ‘좋아함’이 아닌 ‘사랑함’을 말함으로써, 순자의 

66) 같은 글, 21b∼22a, “曰. 中庸雖言喜怒哀樂. 而禮記以懼代樂. 韓文公原性篇亦仍之. 今
子之不從. 何也. 曰. 人與物接. 有事未來而期待之心. 若懼若憂之類是也. 有事已過而留

滯之心. 若恨若惜之類是也. 其物觸於外. 直發爲情. 有此七者而已. 七者之外. 更無他情. 
禮運之說. 非盡出於夫子. 先儒已言之. 文公論性則不知性卽理. 分爲三等. 論學則不知

劈頭大工. 欠闕格致. 其學之差. 不特一懼字而已. 故程子於好學論中. 已改正之. 今不可

復有異議也.”
67) 崔漢綺, �推測錄�3, ｢推情測性｣, <七情出於好惡>, “宜於生者好之, 不宜於生者惡之. 

情之所發, 名雖有七, 其實好惡而已. 七情者, 喜怒哀樂愛惡欲也. 情之發現, 豈有若是多

端? 苟求其實, 蓋有好惡, 而其所好惡, 各有淺深之不同, 至有多般名目. 惡之切者爲哀, 
惡之激者爲怒, 好之發者爲喜, 好之著者爲樂, 好之及物爲愛, 避惡趍好爲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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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한 7정론을 내보인다.

이상에서 ｢예운｣의 7정에 대한 여러 유학자들의 해석을, 사랑함과 싫어

함을 중심으로 보는 해석, 욕구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보는 해석, 욕구를 

중심으로 보는 해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 세 번째 해석은 명확하

게 ｢예운｣의 7정을 성악설의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또 가장 많은 유학자들이 견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해석은 형식적

으로는 ｢예운｣의 7정을 �좌전� 6정설의 틀로 설명하지만, 6정의 밑에 신체

적 욕구가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순자의 7정에 기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예운｣의 7정을 성악설과 연관 짓는 연구자들의 견해

를 지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사랑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7정의 구조를 해명하려 한 공영달의 첫 번째 해석만이 7정을 감정 일반에 

대한 설명으로 파악하므로, 성악설과는 무관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Ⅴ. 맺는 말

본론의 논지를 정리해 보자. 

이 글에서는 �예기� ｢예운｣의 7정을 성악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기존

의 연구 시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는 먼저 ‘7정’이 성립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예운｣의 7정에 대한 

여러 유학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했다.

7정이라는 말은 ‘6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고 볼 수 있다. �좌전�에서는 인간의 정서적 반응 전체를 ‘좋아함, 싫어함,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好惡喜怒哀樂]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면서, 좋아

함과 싫어함이 모든 감정의 원형이 되며 이로부터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이라는 구체적인 감정이 나왔다고 본다. 애초에 인간의 감정 일반을 지칭하

는 말은 이 ‘6정’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 여섯 가지의 감정이 왜 생겨나는

지, 곧 감정이 형성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 6

정이 형성되는 원인이 다름 아닌 몸의 욕구[欲]라고 보고, 6정에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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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탬으로써 순자의 ‘7정’이 성립한다. 

곧 7정은 6정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 전체가 신체적 욕구 때

문에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7정은 인간이 가진 육체의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반응이 된다. �순자�, ｢악기｣ 등 7정의 

성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욕구이고, 욕

구에 따라 좋아함과 싫어함이 생겨나므로, 자연 상태에서 그 같은 좋아함과 

싫어함의 반응을 방치할 경우 무질서와 혼란이 생겨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또 이 문헌들은 모두 7정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대안으로 예의 

역할을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성악설의 사고틀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때문에 순자의 7정은 성악설의 견지를 함축하는 것이 된다.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喜怒哀樂愛惡欲]로 짜

인 순자의 7정은, 6정의 ‘좋아함’을 ‘사랑함’[愛]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

라, 구체적 감정인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뒤에 감정의 원형인 ‘사랑함, 

싫어함’을 놓고, 마지막으로 감정의 근거인 ‘욕구’를 제시하는 식의 순서를 

취함으로써, 욕구 중심의 감정론을 제시한다. 

한편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함, 싫어함, 욕구’[喜怒哀懼愛惡欲]’

라는 ｢예운｣의 7정은, 순자의 7정과 마찬가지로 ‘좋아함’ 대신 ‘사랑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일곱 감정을 나열한 순서도 �좌전�의 6정이 아닌 순자 

7정의 순서와 일치하며, 7정 전체를 열 가지 옳은 것[十義]과 대비하여 부

정적으로 보면서 예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시 성악설에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을 대대의 틀 안에서 상정하던 전통에

서 벗어난 ‘두려움’이란 감정의 존재, 그리고 욕구하고 싫어함이라는 두 가

지 대립하는 감정이 다른 감정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운｣ 본

문의 설명은, ｢예운｣의 7정을 성악설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어렵게 만드

는 점이다.

｢예운｣의 7정에 대한 여러 유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사랑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보는 해석, 욕구함과 싫어함을 중심으로 보는 해석, 욕구를 중심

으로 보는 해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해석을 제시한 공영

달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예운｣의 7정은 육체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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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나온 감정이며, 도덕적으로는 악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곧 ｢예운｣의 7정을 성악설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은 유학사에서 매우 오

래 이어져 온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예운｣ 7정의 성립 과정에 대한 고찰에서는 물론, 7정에 대

한 여러 유학자들의 해석에 대한 검토에서도 �예기� ｢예운｣의 7정을 성악

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논거는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반론의 여지 또한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7

정과 성악설의 긴밀한 관계를 상정하는 연구 시각이나 주장은 상당한 정도

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7정을 우리말로 흔히 ‘일곱 가지 감정’이라고 풀이하곤 하

는 것과 관련하여, 7정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

붙여 두고 싶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학계의 관행대로 일단 ‘정’(情)을 

‘감정’으로 번역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어쨌든 고대 중국인들이 ‘정’이라는 

표현으로 여섯 가지 또는 일곱 가지를 한데 묶었으므로, 이 묶음 사이의 공

통점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감정’이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어서였다.68) 하지만 본론에서 필자가 논증한 것이 맞다면, 7정의 

마지막 항목인 ‘욕구’는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지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현

대 한국인이 사용하는 의미대로 ‘감정’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6정 역시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2정과 나머지 4정 사이에는 분명히 위계

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6정 전체를 통째로 욕구 자체로 본 송대 학자 

임지기와 같은 견해도 있으므로, 단순히 이를 모두 ‘감정’이라는 말로 아우

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결국 중국철학에서 사용된 

‘정’이란 말을 어떻게 우리말의 사고 체계 속에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8) ‘감정’의 대안으로 필자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용어는 ‘감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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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ory of the Seven Emotions and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Evil

Jeong, Weonja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valid to interpret 

the seven emotions in the context of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evil. I approach the matter from two angles: how the concept of the 

seven emotions was formed and how scholars in the Confucian tradition 

understood it.

Concerning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the seven emotions: the 

term for human emotions in general that appears in the Zuozhuan is the 

‘six emotions’, i.e. liking, disliking, happiness, anger, sadness and 

joy(hao wu xi nu ai le). The seven emotions that appear in the Xunzi 

are formed by adding desire(yu) to the six, based on Xunzi’s view that 

the six emotions fundamentally originate from bodily desire. Since the 

result of giving free rein to the seven emotions, which are reactions in 

accordance with desire, is considered to be disorder and confusion, the 

seven emotions in the Xunzi imply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evil. 

The seven emotions that appear in the Li Yun chapter of the Liji, on 

the other hand, are also linked to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evil, 

in that the text enumerates the seven emotions in the same order as does 

the Xunzi and takes a negative view of all seven emotions while 

emphasizing the role of propriety(li). However, a clause in the Li Yun 

chapter which indicates that the desire-disliking(yu wu) pair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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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emotions can be the core of other emotions poses a difficulty to 

linking the seven emotions in the text to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evil.

There are three distinct interpretations of the seven emotions in the 

Li Yun chapter. With the exception of Kong Yingda, the majority of 

Confucian scholars considered the seven emotions in the Li Yun chapter 

to originate from bodily desire and bring evil results in moral terms. 

In other words, it was a significantly long-standing view in the history 

of Confucianism to view the seven emotions in the Li Yun chapter in 

terms of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evil.

In conclusion, I reconfirm the validity of the established scholarship 

that understood the seven emotions mentioned in the Li Yun chapter 

of the Liji in the context of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evil.

Keywords: the seven emotions, the six emotions,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evil, Xunzi, the Li Yun chapter of the 

Li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