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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는 홍대용의 이기심성론과 [중용문의]를 중심으로 상

대주의와 인물균(人物均)의 사고에 내포되어 있는 균형

조화론이 공감의 확산론으로 전개될 수 있는 논리적 구조
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홍대용이 인간중

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물을
볼 때 모두 평등하며 이들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연속적이고 공통된 정감과 공감의 원리’에 따라
재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역][계사]에서는 우주적 변화의 질서로서 ‘역(易)’을 사

물의 생명을 끊임없이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천지의

위대한 덕(德)이라고 말했다. 맹자가 언급한 사물에 대한
애호(愛好) 또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친

족을 사랑하면서도 인민에게 어질고, 인민에게 어질면서

도 사물을 애호한다”고 하였다. 이는 친소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하지만, 친족, 일반 백성, 그리고 사물(동식물)을 모두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맹자의 시각에는 ‘호혜적 배려의식’과 ‘공감능력’
으로서 인(仁)과 그 실천방법으로서 충서(忠恕)를 통하여 공감을 천하 만물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는 도덕적 지향이 내포되어 있다.

홍대용은 존재의 일차적 의미를 기에 근원하며 형체를 가진 것으로 보아 무형의 리의 존재성을 부정
함으로써 성리학의 형이상적 본체로서 리(理)를 부정하였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심성론에서는 정

통 성리학의 본성론적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여 역으로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적 본성[性]을 리(理)
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과 동식물의 마음과 행동 양식이 똑같이 인의(仁義)의 리(理)
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행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천시물(以天視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물균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본성의 우주론적 보편화와 확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것은 그의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매개로 상대주의적 만물 평등사상과 공감조화론으로 연역된다
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은 마음의 중(中)과 화(和), 천지가 자리 잡고[天地位] 만물이 길러지는 것[萬物育]이 체(體)

와 용(用), 본(本)과 말(末)을 구분하는 주희와 달리 이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적 과정으로서 균

형과 조화 속에서 수평적인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비은(費隱)에 대해서도 분합(分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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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종합)을 기준으로 감각적 경험현상의 측면에서 사물을 각각 크거나 넓은 것과 작거나 좁은 것
으로 설명하였다. 지인용(知仁勇)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이들이 상호간 수직적 고하의 위계를 가

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희가 인도와 천도로 이원적

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경험적 현실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인도로부터 천도에
이르고 천도가 인도로 실현되는 수평적 연속적 과정을 중시하였다.

홍대용은 기의 청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리(理)를 부여받아 마음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물
(동물) 또한 모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람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사물(동식물)이

사람과 동일한 도덕적 의식을 가진다는 명제는 이러한 덕성의 실현 또한 사람과 사물이 함께 실현해
가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는 인을 실천하는 충서의 방법을 통하여 공감을 확산하는 구체적
내용을 효제자(孝弟慈)로부터 그 단서를 구하였으며, 효제자의 덕목을 추은(推恩)하는 방식으로 인
과 양을 사물에까지 미룸으로써 공감의 확산을 지향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logical structure concerning how the discourse on

balance/harmony embraced in the thought of relativism and equality of all humans and

animate/inanimate objects can develop into the discourse on dissemination of sympathy with a focus on HONG Daeyong’s this course on the law of nature’s existence and
people’s disposition.

The consciousness of an issue like this refers to re-shedding of light on HONG Daeyong’s

thought that all humans and objects are equal and linked with each other horizontally when they are viewed from heaven’s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human-centered
perspectiv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inuous and common feeling and sympathy.

Xici of Zhouyi (the Book of Changes) says that yi (易) is an order of cosmic changes that

realizes the continuance of the life of things and thus is a great virtue of universe. Mencius’s love of things is also an extension of this discourse. Mencius said that one should

love one’s relatives, treat people warmly, and love of things. It is his message that we
should treat all, i.e. our relatives, other people, and things (animals and plants), equally,

although the method of treatment need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how much they
are close to us. Mencius’s view like that includes a moral inclination about the ne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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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sympathy to all creations through reciprocal care, truthfulness, and forgiveness.

HONG Daeyong viewed the primary significance of existence as a form based on qi (

氣) and denied the existence of intangible li (理), which is metaphysical substance of
neo-Confucianism. On the other hand, his discourse on people’s nature inherited the

view of human nature of orthodox neo-Confucianism and defined people’s moral nature like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as li. He also said that the

mind and behavioral pattern of humans and animals/plants have li associated with be-

nevolence and righteousness and humans and animals/plants are all equal based on
the thought that we should view things with heaven’s mind. He put stress on the importance of cosmic universalization and expansion of moral nature, which has something
to do with his relativistic universal equality and discourse on sympathy/harmony.

Unlike Zhu Xi, who distinguished substance from function and essentials from non-essentials, HONG thought that moderateness and harmony of mind, the position of universe, the growing of things are all part of organic whole process and have horizontal
continuousness amid balance and harmony. As for being evident and being subtle, he
explained it as large and small or wide and narrow things from a viewpoint of sensory

experiences based on analysis and synthesis. With regard to the three leading virtues,

i.e. wisdom, benevolence, and courage, he saw them as those horizontally balancing
and harmonizing with each other rather than those on an hierarchical order. Concerning

Zhu Xi’s dualistic distinction of humanly path and heavenly path, he put stress on the

importance of horizontally continuous process in which humanly path leads to heavenly path and heavenly path is realized in the form of humanly path through his emphasis
on putting things to practice in empirical reality.

HONG Daeyong thought that things (animals/plants) are equal to humans as those having love and respect for others, as they live with the li-based mind although they are

influenced by qi. The hypothesis that things (animals/plants) have the moral consciousness as humans includes the meaning that humans and things should go together in the
realization of virtues. He found the clue of the substantial contents about dissemination

of sympathy through faithfulness and forgiveness as a means of putting benevolence

into practice in filial piety, fraternal love, and affection. He sought to disseminate symSection 2-4 현실에 답하는 연구소 중심의 인문학 진흥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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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y, extending yin and yang even to things, as a way of upholding the virtues of filial
piety, fraternal love, and affection.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 후기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이기심성론과 중용관에

내포되어 있는 수평적 균형조화론을 ‘공감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홍대용은 조선
후기 낙론계 철학사상을 계승하여 실용주의적 북학사상을 전개한 학자로 정통 성리학의 이기 심성

의 도덕론을 탈피하여 ‘인물균(人物均)’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물을 동등하게 인식하는 상대주

의적 균형론을 철학의 핵심적 체계로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 연행(燕行)을 경험한 이후
에 서양 자연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계론적 세계관 또한 제시하였으니, [의산문답(毉山問
答)]1) 은 그 결정체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홍대용의 이기심성론과 [중용문의(中庸問疑)]를 중심으

로 상대주의와 인물균(人物均)의 사고에 내포되어 있는 균형조화론이 공감의 확산론으로 전개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홍대용의 학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은 주제가 이루어졌으나 이기심성론과 인물균의 상대주의 또

는 평등주의, 그리고 과학사상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먼저 홍대용의 철학에
서 제시되는 인물균론이 조선후기 낙론계의 인물성동론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연구2)가 가장 일반적

인 견해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홍대용의 학문은 [심성문(心性問)]을 중심으로 하여 이기심성론
에 관하여 탐구되었다. 여기에서 일군의 연구자들은 홍대용의 철학을 주기론(主氣論)으로 규정3)하
는 데 비하여, 다른 연구자들은 홍대용이 ‘이(理)’를 상대적으로 중시했다고 보았다.4) 여기에 또 다른

연구는 [의산문답]을 중심으로 하여 홍대용이 성리학을 탈피하여 도교 ·불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서양 과학기술의 실증적 사고의 경향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다. 5)

최근에는 인물균의 사고를 화이론을 해석하는 철학적 근거로 삼는 연구, 6) 현대적 관점에서 공생 생

태주의의 관점으로 연역하여 설명하는 연구, 7) 21세기 문명 생태주의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연

구,8) 생태와 녹색 평화주의의 관점을 지향하는 연구9)가 이루어졌다. 21세기 현대적 상황 특히 코로

나19의 펜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홍대
용의 인물균의 상대주의 철학이 지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점에 특히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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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홍대용의 이기심성론과 인물균론, 그리고 중용관에 내포되

어 있는 수평적 균형조화론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공감의 확산론’으로 연역되는 논리적 구조를 규
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과 사물이 균등하다는 철학적 근거에 대한 입론을 통하여, 인간과 사물
은 연결되어 있으며 동일한 정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상호적 주체가 된다는 것을 해명하는 데

핵심 주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홍대용이 인간중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인
간과 사물을 볼 때 모두 평등하며 이들은 모두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연속적이고 공
통된 정감과 공감의 원리’에 따라 재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기심성론과 인물균 사상의 함축적 의미

이 장에서는 홍대용의 이기심성론이 상대주의와 평등주의적 인물균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특징과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理)와 기(氣), 양자 사이의 관계, 그

리고 이들과 심성 사이의 연속적 연관성과 특징에 대한 홍대용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유의하여 논지
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홍대용은 [심성문(心性問)] 초두에서 이기(理氣)의 존재론적 지위와 상관관계, 그리고 그 선악

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리(理)와 기(氣)를 경험적 현실의 차원에서 감각적 존재에 근거하여 다
음과 같이 그 의미를 규정하였다.

무릇 리를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체는 없으나 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미 ‘형체가 없다’고 하
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리가 있다’고 말한 이상 어찌 형체가 없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

는가? 대개 소리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색깔이 있으면 ‘있다’고 하며, 냄새와 맛이 있으면 ‘있다’고
한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이는 형체가 없고 위치가 없는 것이니,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소리와 냄새가 없으면서 조화의 근원이 되고 만물의 근저가 된다’고 말한다면 이미 그 작용이
없는데, 어찌 그 근원이 되고 근저가 됨을 알겠는가?10)

위에서 홍대용은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체’를 기준으로 그 존재성을 인정하는
반면, 형체 없는 리(理)의 존재성을 부정하였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존재나 그 ‘있음’에 대한 검증

의 토대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체의 유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감각적

토대가 없는 사물 조화의 핵심 근거가 되는 리는 없다고 하여 성리학의 형이상적 본체로서 리(理)
를 부정하였다.

홍대용은 리의 주재성과 이기의 선악 문제를 언급하면서 리의 순선함을 부정하고, 선악이 경험적인
기(氣)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에서도 그는 무형의 리(理)의 선험적 순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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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주리적 성리학의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이른바 ‘리(理)라는 것은 기가 선하면 또한 선하고, 기가 악하면 또한 악하다’고 하니, 이는 리가
주재성이 없고 기가 하는 것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리는 본래 선한데,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은 기질에 구애되기 때문이고 그 본체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리가 이미 온갖 변화

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어찌 기로 하여금 순선하게 하지 않고, 혼탁하고 어그러진 기를 낳아 천

하를 혼란시키는가? 이미 선의 근본이 되고 악의 근본도 된다면, 이는 사물에 따라 변하여 전혀
주재성이 없는 것이니, 예로부터 성현이 무엇 때문에 극력 이 하나의 리(理)자를 말하였는가?11)

이처럼 홍대용 철학에 있어서 리(理)는 기(氣)에 우선권과 주재적 특성을 내주고서 기에 의존하는
존재론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요컨대 기철학적 특성을 자신의 주된 철학적 체계
로 수용하면서 리를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본체로 간주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다른 한편으로 심성론에서는 정통 성리학의 본성론적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여 역으로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적 본성[性]을 리(理) 개념에 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홍대용이 정주 성리학을 완

전히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한편으로는 경험적 현실
을 우선하여 리(理)를 기(氣) 개념에 종속시킴으로써 자연과학을 수용하는 이론적 토대로 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성론에서 도덕적 본성을 우주의 보편적인 리(理)로 확대함으로써 성리학의 도덕적
이념을 보편적 리(理)와 연속시키고 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우주의 변화법칙을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전통은 북송대 정호(程顥,
1032-1085)에서 이미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근사록][도체편]에는 정호가 만물의 ‘생명의지[生

意]’를 인(仁)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우주의 변화원리로서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원에 해당한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만물의 생명의지를 가장 잘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원(元)
은 선의 으뜸이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일컬어 인(仁)이라고 한다.12) 이처럼 우주적 변화원리와 인성
의 도덕적 원리를 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은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받아들인 일반적 관점이었다.

홍대용 또한 도덕적 본성의 우주론적 보편화와 확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의 인

물균(人物均) 사상을 매개로 상대주의적 만물 평등사상과 공감조화론으로 연역된다. 그러면 홍대
용의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그는 인의예지를 말하면서 인(仁)이 이들을 포
괄하는 근본적인 덕목으로 ‘인(仁)을 리(理)라고 보고, 사람과 사물에 있는 리(理)는 결국 인(仁)이
라’13)고 하여 인과 리를 일치시켰다. 이처럼 인을 리로 간주하여 인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는 원

리로 보면서 이들을 성 및 원형이정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천(天)에 있어서는 ‘리(理)’라 하고, 사물에 있어서는 성(性)이라 한다. 천에 있어서는 원형이정(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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亨利貞)이라 하고, 사물에 있어서는 인의예지(仁義禮智)라 한다. 그 실상은 하나이다.14)

위 구절은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인의예지는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하늘의 원형이정에 근거를
두며, 따라서 인의예지는 결국은 원형이정의 등가물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홍대용이 사물에서 인의

예지라고 말한 것으로부터는 사람 또한 사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인의예지가 모든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 덕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원형이정을 인의예지의 우주 자연적 등가물로, 인의예지를 원형이정의 사물 본성적 등가물로 보는
만큼, 홍대용은 자연현상을 인의예지로 해석하기도 하고, 초목(草木), 금수(禽獸), 인간(人間), 천(

天)의 리(理)를 인의(仁義)로 등치시킨다. “초목의 리는 곧 금수의 리이고, 금수의 리는 사람의 리이

며, 사람의 리는 곧 하늘의 리이니, 리라는 것은 인의(仁義)일 뿐이다”15)라고 하였다. 이는 초목(草

木), 금수(禽獸), 인간(人間), 천(天) 등 존재의 위상이 다른 것으로 위계지울 수 있는 것들의 리(理)
가 모두 동일하며 이것은 ‘인의(仁義)’로 종합 통일된다는 것이다. 홍대용의 이러한 해석은 인물균(
人物均) 사상을 떠받치는 철학적 토대가 된다.

이렇게 사람과 동식물의 마음과 행동 양식이 똑같이 인의(仁義)의 리(理)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행
하는 것에 근거하여 인물균 사상을 주장하면서, 홍대용은 ‘이천시물(以天視物)’이라는 기준을 가지
고 인물균을 언급하고 있다.

사람의 시선으로 사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다. 사물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사물
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로부터 그들을 보면, 사람과 사물은 균등하다.16)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성리학만을 공부한 허자(虛子)와 새로운 학문을 터득한 실옹(實翁)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목에서 실옹은 허자에게 “지금 그대는 어찌 하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으로 사물을 보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이천시물론(以天視物

論)은 인물균론을 도출하는 철학적 전제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가치 상대론을 넘어서는 만물에 대

한 객관적 인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점을 김문용은 ‘하늘로부터 만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바로
가치 상대적 지평을 넘어 만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함을 제시한 것이다’17)라고 하였다.

요컨대, 홍대용은 존재의 일차적 의미를 기에 근원하며 형체를 가진 것으로 보아 무형의 리의 존재
성을 부정함으로써 성리학의 형이상적 본체로서 리(理)를 부정하였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심성론
에서는 정통 성리학의 본성론적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여 역으로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적 본성[性]

을 리(理)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과 동식물의 마음과 행동 양식이 똑같이 인의(仁義)
의 리(理)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행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천시물(以天視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물균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본성의 우주론적 보편화와 확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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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그의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매개로 상대주의적 만물 평등사상과 공감조화론으로 연역
된다고 할 수 있다.18)

3 .[중용문의]에 나타난 사물의 균형조화론

[중용문의]는 그가 병술년 겨울 서울 집에서 [중용집주(中庸集註)]를 아침저녁으로 읊조렸을 때, 성

현이 전수한 뜻을 정연히 꿴 노끈이나 질서정연한 바둑판과 같음을 느끼면서도 지나치게 분석적이

거나 기교적으로 주석한 내용들을 질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경험론적이면서 실학의 경세치용(
經世致用)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태도를 지향하는 방식의 주석을 붙이고 있다.19) 따라서 이 장에

서는 형체를 이루는 기(氣)를 위주로 하는 홍대용 철학의 상대주의적 평등론과 수평적 균형조화론
의 관점에서 [중용문의(中庸問疑)]의 내용을 해명하고자 한다.

홍대용은 [중용문의]에서 기(氣)를 위주로 하는 자신의 경험론 철학의 입장에 따라 본체와 현상 간

의 연속성과 상보적 조화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중용집주]를 수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홍
대용은 [중용] 첫 장의 ‘중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자리잡고 만물이 길러진다’고 하는 구절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 대해 중(中)과 화(和), 천지위(天地位)와 만물육(萬物育)을 지나치게 구분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머릿장의 주에서 천지가 자리 잡는 것을 중(中)을 극진히 한 효과로 보고, 만물이 길러지는 것을

화(和)를 극진히 한 효험이라고 보았다. 대개 지극히 고요하고 치우침이 없는 것이 어찌 만물을

기르는 근본이 아니며, 사물에 응하여 어긋남이 없는 것이 어찌 천지를 바르게 위치지우는 공효
가 아닌가? 이는 그 본말이 서로 의지하고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지니, 둘로 나눈다면 그럴 리가

없다. 또 이처럼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의 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후학들에도 무익하여 훈고의 폐단을 열기에 적합할 것이니, 차라리 소략할지언정 치밀하지
않고, 차라리 소박할지언정 기교가 지나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20)

그는 천지가 자리 잡는 것을 ‘치중(致中)’의 효과로, 만물이 길러지는 것을 ‘치화(致和)’의 결과로 이
분법적으로 나누는 주희의 주석이 두 가지 사이를 너무 단절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
다. 반대로 그는 지정무편(至靜無偏)한 ‘치중(致中)’이 천지를 자리 잡는 것인 동시에 만물을 길러

주는 근본이 아니며, 응물무차(應物無差)의 치화(致和) 또한 만물을 길러 주는 것인 동시에 천지

를 자리 잡는 공효가 아니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중과 화, 천지와 만물이 상보적으로 상대

를 온전하게 하는 통일체가 된다는 주장이다. 홍대용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중(中)과 화(和), 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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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고[天地位] 만물이 길러지는 것[萬物育]이 체(體)와 용(用), 본(本)과 말(末)이 단절되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적 과정으로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수평적인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
는 것이다.

[중용]12장에서 군자의 도를 뜻하는 비은(費隱)에 대하여 주희는 ‘비(費)’를 쓰임이 광대한 것으로,

‘은(隱)’을 본체가 은미한 것으로 비은(費隱)을 형이상하와 도의 체용(體用)의 관점에서 주석하였

다. 여기에 대하여 홍대용은 비은을 보다 감각적 경험현상의 측면에서 각각 크거나 넓은 것과 작거
나 좁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생각건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은(隱)’이고, 은은 미세하고 작은 것이다. 성인도 알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과 천지가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비(費)’인데, 비는 넓고 큰 것이다. ‘큰 것

을 말함’과 ‘작은 것을 말함’이라고 한 것은 비은의 뜻을 거듭 해석한 것이다. 그 ‘부부에서 단서가
시작된다’고 한 것은 은(隱)이고, ‘천지에 현저하다’고 한 것은 비니, 이것으로 군자의 도를 거듭 말

하여 장머리의 비은 두 글자의 뜻을 결론지었다. 대개 합하여 그 넓고 큰 것을 말하면 ‘비’라 하고,

나누어서 그 미세하고 작은 것을 말하면 ‘은’이라 하니 그 말의 차이는 나누어 보느냐 합하여 보
느냐에 달려 있지, 체용에 있지 않다.21)

홍대용은 주희가 형이상하 또는 도의 체용이라는 관점에서 비은을 해석하는 성리학적 관점을 벗어

나, 구체적 감각적 현상 사물의 수평적 차원에서 크기와 넓이에 초점을 맞추어 비은을 해석하였다.
특히 그는 감각적 현상사물을 분합(分合)을 기준으로 분석적으로 보느냐 종합적으로 보느냐에 따
라 비(費)와 은(隱)이 나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중용] 20장에는 생지절(生知節)이 있다. 이 절에 대하여 주희는 “그 등급으로 말하면, 생지안행(生

知安行)은 지(知)이고, 학지이행(學知利行)은 인(仁)이며, 곤지면행(困知勉行)은 용(勇)이다. 대개

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기품에 같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도를 듣는 것에 신속하고 느림이 있
고 도를 행하는 데 어려움과 용이함의 차이가 있으나, 쉬지 않고 열심히 행하면 그 이르는 것은 동일

하다”22)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홍대용은 이들의 지행이 높고 낮은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님

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생지장(生知章)’의 주석에서 ‘그 등급으로 말하면’이라고 운운한 것은 [중용] 편의 세 가지 덕을 말

한 것인데, 단지 그 구분만 보일 뿐 그 등급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순(大舜), 안연(顏淵), 자로(子

路)의 일은 단지 우연히 고하가 있는 것으로 거론한 것 같다. 세 가지 덕이 실제로 차등이 있어서
그렇게 여긴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집주(集註)]의 뜻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23)

주희가 집주의 주석에서 그 등급을 구분하여 지인용(知仁勇)의 덕목에 우열이 있는 것으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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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인용 각각을 대순, 안연, 자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홍대용은 지(知)•인(仁)•용(勇)을 대순, 안연, 자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치했
다고 하여 이들 덕목 자체가 우열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대순과 안연, 자로의 경지가

우연히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덕목이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며, 상호 보완적인 전체를 이룰 때 중용(中庸)의 덕을 지극하게 이
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또한 지인용(知仁勇) 세 가지 덕목이 상호간 수직적 고하의 위
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주희는 [중용장구]에서 21장의 ‘자성명(自誠明)’의 성(性)과 ‘자명성(自明誠)’의 교(敎)를 각각 천도

(天道)와 인도(人道)로 나누면서 이후 32장까지 12장을 천도와 인도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해석하

였다. 이점에 대하여 홍대용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가 연속성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주희가 각 장을 천도와 인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21장에서 천도와 인도를 나누어 소속시킨 것은 또한 반드시 모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인도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이른다면, 이 또한 천도이다. 먼저 아는 것으로서 지성(至誠)은 이
미 윗 장을 이어서 말한 것이니 하필 천도로 치우쳐 배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25장의 시조지의(

時措之宜) 또한 천도이고, 27장의 경우 상단(上段)이 천도를 말하고, 하단(下段)이 인도를 말했
다면, 이를 모두 인도에만 소속시켜서는 안 된다. 대개 21장 이하는 모두 성인(聖人)의 위대함을
찬미하고 천하의 표준을 세운 것이고, 닦아서 반성하는 방법을 말하여 배우는 사람의 공을 보여
준 것이다.24)

홍대용은 천도와 인도 사이의 관계를 수직적 차원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도로 말미암아

천도에 이르고, 천도 또한 인도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는
주희가 인도와 천도로 이원적으로 구분한 장을 각각 인도와 천도를 함께 포함하여 연속적이고 중층
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천도와 인도를 수평적 차원에서 유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

하였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경험적 현실세계에서의 인도의 실천을 통하여 천도가 형성되고 전
체적으로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수평적이고 귀납적으로 인도를 실천하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요컨대, 홍대용은 마음의 중(中)과 화(和), 천지가 자리 잡고[天地位] 만물이 길러지는 것[萬物育]
이 체(體)와 용(用), 본(本)과 말(末)을 구분하는 주희와 달리 이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적 과정
으로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수평적인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비은(費隱)에 대해서도 분합

(分合:분석과 종합)을 기준으로 감각적 경험현상의 측면에서 사물을 각각 크거나 넓은 것과 작거나
좁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지인용(知仁勇)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이들이 상호간 수직적 고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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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희가 인도와 천도를

이원적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경험적 현실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인도로부터
천도에 이르고 천도가 인도로 실현되는 수평적 연속적 과정을 중시하였다.

4. 홍대용 중용관에 내포된 수평적 공감의 확산론

이 장에서는 홍대용의 이기심성론과 인물균(人物均) 사상의 철학적 토대 위에 [중용문의(中庸問
疑)]에서 강조한 인도의 실천을 통한 천도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수평적 균형조화를 지향하며 이것
이 인륜적 공감의 확산이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홍대용의 이기

심성론에서 제시한 인물균 사상의 토대 위에 공감의 확산이라는 지향과 목표가 어떻게 그의 중용관
(中庸觀)을 통해서 개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차등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수평적 차원에서 ‘생명의 가치를 실현
한다’는 명제를 목표로 이들이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제시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인
간을 넘어서서 사물(동식물)에까지 인(仁)의 덕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념은 북송대 성리학에서도

개진되었다. 정호가 “인(仁)이라는 것은 천지의 만물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25)라든가, 혼

연하게 천지 만물과 한 몸을 이룬다26)는 사고는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자 하는

생각을 반영한다. 정호의 이러한 사고는 그가 인(仁)을 생명의지[生意] 곧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

지’를 설명하는 논의로 연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사물의 생명을 온전하게 실현해 가는
견지에서 사물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실현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홍대용의 인물균

의 철학 사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홍대용의 인물균 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수

평적 공감과 균형조화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중용관이 이런 이념을 어떻게 설
명하고 있는가를 조명하기로 한다.

먼저 홍대용은 [서성지가 심을 논하는 이론에 답하는 글]에서 기(氣) 철학적 견지에서 사람과 사물

의 존재론적 도덕적 동일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간과 사물이 동일한 기를 부여받
은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천지에 가득 찬 것은 단지 이 기(氣) 뿐이고, 리(理)가 그 가운데 있다. …… 이에 맑은 기를 얻어
화한 자는 사람이 되고, 흐린 기를 얻어 화한 자는 사물이 된다. 그 중에 지극히 맑고 순수하고 신

묘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되어 모든 리(理)를 신묘하게 갖추고 만물을 재단하는 근거

가 된다. 이는 사람과 사물이 동일하다. 범과 이리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유연히 나오고 벌
과 개미가 왕벌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히 나오니 이에 그 마음의 본래적인 선함이 사람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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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함을 알 수 있다.27)

부여받은 기의 청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리(理)를 부여받아 마음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물
(동물) 또한 모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홍대용은 ‘오직

본체의 밝음은 성인라고 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인(愚人)이라 하여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며,
금수라 하여 빠져 없는 것도 아니고, 초목이라 하여 전연 없는 것이 아니다’28)라고 하였다. 요컨대, 작

용이 다르더라도 그 근본에 있어서 사람과 동식물은 모두 본연의 밝음을 가지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
이다. 그는 이처럼 사물(동식물)이 사람과 동일한 도덕적 의식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덕

성의 실현 또한 사람과 사물이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실현해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홍대용이 이렇게 사람과 사물에 공통적인 인의예지의 덕성을 어떻게 수평적 공감으로 확산
시키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학에서는 공자가 일관된 도로 제시한 충서(忠恕)를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공

감을 확산시키는 방법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용]에서도 충서를 “도에서 벗어난 것이 멀지 않

다. 자기에게 베풀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29)라는 정언명법 형식으로 그 의미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홍대용은 충서의 도를 성인의 도(道)로 보고 학문하는 일로 간주하
면서 충서가 도로부터 벗어난 것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
서의 일상성을 언급하였다.

이 장의 대의(大義)는 도가 사람에게서 멀지 않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실로 이치를 따
라서 어김이 없으면 기거하여 앉고 일어날 때에도 도(道)아님이 없는 것이다. 하물며 충서는 덕
행의 큰 단서로 오히려 도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니,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 또한 심하다. [집주(集註)]로 살펴보면, 대개 말하기를 ‘충서(忠恕)에서 살펴보면, 도가 사람에

게서 멀지 않음을 볼 수 있다’고 할 뿐이다. 그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충서
이다’고 말한다. 도가 사람에게서 멀지 않음을 볼 수 있는 자는 도에 어긋나는 것이 멀지 않다.30)

홍대용은 도는 덕행을 통하여 실현되고, 덕행을 실현하는 단서가 충서가 되므로, 충서를 성인의 도

로 학문을 하는 것으로 보면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진다고 하였다. 요컨대, 홍대용에 있어서, 충
서는 자기의 마음으로 남을 헤아려 덕행을 통하여 도를 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

은 바로 사람과 사물이 동일한 도덕적 지향을 가짐으로써 도덕적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만큼, 충서를 매개로 덕행을 행하는 것은 바로 수평적 공감을 나로부터 타인과 사물에 확산하는 방
법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은 [대학문의(大學問疑)]의 [대학] 전9장에 대한 주석에서 ‘9장은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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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갓난아기를 보호하듯 한다[如
保赤子]’는 데 이르러 미루어 행하는 중요한 것으로 본 것은 무슨 까닭인가를 의문시하였다. 여기에
대해 그는 충서(忠恕)의 연장선상에서 수평적 공감을 미루어 넓혀가는 단계를 언급하였다.

자(慈)라는 것은 사람이 드물게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특별히 이를 들어 말함으로써 효‧제‧자(

孝‧弟‧慈) 세 가지가 모두 이 자연에서 나온 것이며, 억지로 노력하여 행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반드시 그 드러난 단서를 알아서 미루어 넓히는 데 달려 있다. 가령 ‘자(慈)’로 말하면 적자(赤子)
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구하는 것이 단(端)이고, 이것을 많은 자애(慈愛)하는 도(道)에

미루어 다하는 것이 이른바 추광(推廣)이다. 오직 그 집에 베푸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비로소
인(仁)에 흥(興)하고 양(讓)에 흥(興)하는 공효(功效)가 있게 되는 것이 마치 신민장(新民章)에서

말한 ‘먼저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힘쓰면 백성이 절로 일어나 스스로 새롭게 한다’는 것과 같다.31)

여기에서 홍대용은 인을 실천하는 충서의 방법을 통하여 공감을 확산하는 구체적 내용을 효제자(孝
弟慈)로부터 그 단서를 구하였다. 그는 ‘자(慈)’의 덕목을 대표로 들어 효제자(孝弟慈)가 마음으로

부터 자연스럽게 발로하여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덕목을 다른 사람과 사물에까지 미루어 확대할 것
을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이렇게 은혜를 미루어가는 방식[推恩]의 방식으로 먼저 자신을 새롭게 하

는 과정을 통하여 백성들의 인(仁)과 양(讓)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그는 인(仁)을 실천
하는 충서의 방법을 매개로 효제자의 덕목을 추은(推恩)하는 방식으로 인과 사양을 사람과 사물에
까지 미루는 것으로 공감의 조화로운 확산을 지향하였다.

5. 맺음말

본고는 홍대용의 이기심성론과[중용문의]를 중심으로 상대주의와 인물균(人物均)의 사고에 내포되

어 있는 균형조화론이 공감의 확산론으로 전개되는 논리적 구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홍대용이 인간중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물을 볼 때[以天視物]

모두 평등하며 이들은 모두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연속적이고 공통된 공감 원리의 확
산’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대용은 사람과 동식물의 마음과 행동 양식이 똑같

이 인의(仁義)의 리(理)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행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천시물(以天視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물균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본성의 우주론적 보편화와 확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매개로 상대주의적 만물 평등사상과 공감조
화론으로 연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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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은 마음의 중(中)과 화(和), 천지가 자리 잡고[天地位] 만물이 길러지는 것[萬物育]이 체(體)

와 용(用), 본(本)과 말(末)을 구분하는 주희와 달리 이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적 과정으로서 균

형과 조화 속에서 수평적인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비은(費隱)의 경우도 분합(分合:분석과
종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각적 경험현상으로 드러나는 사물의 크거나 넓은 것과 작거나 좁은 것으

로 설명하였다. 지인용(知仁勇)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이들이 상호간 수직적 고하의 위계를 가지

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희가 인도와 천도를 이분법적
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그는 경험적 실천이라는 인도로부터 천도에 이르고, 천도가 인도로 실현되
는 수평적 연속적 과정을 중시하였다.

홍대용은 기(氣)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사물(동물) 또한 똑같이 리(理)를 부여받아 마음으로 삼고 있

기 때문에 모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는 점에서 사람과 같다고 보았다. ‘사물(동식물)도 사람과
동일한 도덕적 의식을 가진다’는 명제는 이러한 덕성을 사람과 사물이 함께 실현해 가야 한다는 의

미를 포함한다. 그는 인을 실천하는 충서(忠恕)의 방법을 통하여 공감을 확산하는 구체적 내용을 효

제자(孝弟慈)로부터 단서를 구하였으며, 효제자의 덕목을 추은(推恩)의 방식으로 사물에까지 미루
어 공감의 확산을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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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곽혜성, [담헌 홍대용의 탈성리학적 사상의 형성-理氣心性論에 따른 物의 談論 변화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29,
2019, 2쪽.

2) 홍대용의 인물균론을 낙론의 인물성동론에서 발전한 결과로 보는 입장은 유봉학이 처음 제기하였다.(유봉학,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이어서 김도환은 호락논쟁의 분성을
통해 홍대용의 인물균 사상과의 연결성을 제시하였다.(김도환, [담헌 홍대용 연구], 경인문화사, 2007.)

3) 이들은 홍대용에게서 주재성을 갖는 것은 氣이고, 理는 주재성을 상실한 채 물리법칙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런 논지를
주장한 연구자들 김문용(2005), 김인규(2008), 박희병(1995), 김용헌(1995) 등이 있다.(곽혜성, 위의 논문, 3쪽)

4) 이들 입장 또한 리의 주재성은 부정했다고 보지만, 주재성 상실이 리의 중요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리는 그
의미를 달리 확장하여 홍대용 사상의 특징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논지로 연구한 학자들은 백민정(2008), 김도환
(2007), 신정근(2001), 이동환(1999), 류인희(1991)가 있다.(곽혜성, 위의 논문, 3쪽)

5) 홍대용의 철학을 장자주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연관하여 보는 연구는 송영배가 있다.(송영배, [홍대용의 상대주의적
사유와 변혁의 논리-특히 [장자]의 상대주의적 문제의식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보]20, 일지사, 1994.) 이어서 서양
과학사상을 수용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박성순(2005), 박성래(1995), 김용헌(1995), 김선희(2012)가 있다.

(박성순,[조선유학과 서양과학의 만남], 고즈윈, 2005.;박성래, [홍대용 [담헌서]의 서양과학 발견],[진단학보]79, 1995.;

김용헌, [서양과학에 대한 홍대용의 이해와 그 철학적 기반],[철학]43, 1995.;김선희, [서학을 만난 조선유학의 인간 이해홍대용과 정약용을 중심으로],[동양철학연구]68, 2011.)(곽혜성, 위의 논문, 3쪽)

6) 이현식, [홍대용 [醫山問答] 人物論 단락의 구조와 의미], [태동고전연구]35, 2015, 35-66쪽.

7) 김세정, [[의산문답]에 나타난 홍대용의 공생의 생태주의], [유학연구]35,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6, 125-152쪽.

8) 전홍석, [조선후기 국제 공공성 변동과 홍대용의 문명생태주의 담론-21세기 ‘생태 문명관’ 모색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67, 2013, 105-157쪽.

9) 박희병, [생태와 녹색평화-사상,문학,운동;한국의 전통적 생태사상과 평화주의:홍대용의 경우], [통일과 평화]4, 2012, 3-25쪽.
10) [湛軒書], 內集 卷1,[心性問], “凡言理者, 必曰無形而有理. 旣曰無形, 則有者是何物, 旣曰有理, 則豈有無形而謂之

有者乎. 盖有聲則謂之有, 有色則謂之有, 有臭與味則謂之有. 旣無是四者, 則是無形體無方所, 所謂有者是何物耶.
且曰無聲無臭而爲造化之樞紐, 品彙之根柢, 則旣無所作爲, 何以見其爲樞紐根柢耶.”

11) [湛軒書], 內集 卷1,[心性問], “且所謂理者, 氣善則亦善, 氣惡則亦惡, 是理無所主宰而隨氣之所爲而已. 如言理本善,
而其惡也爲氣質所拘而非其本體, 此理旣爲萬化之本矣. 何不使氣爲純善而生此駁濁乖戾之氣以亂天下乎? 旣

爲善之本, 又爲惡之本, 是因物遷變, 全沒主宰. 從古聖賢何故而極口說一理字.”

12) [近思錄]卷1, [道體], “萬物之生意最可觀, 此元者善之長也. 斯可謂仁也.”

13) [湛軒書], 內集 卷1,[心性問], “言仁義則禮智在其中, 言仁則義亦在其中. 仁者, 理也. 人有人之理, 物有物之理.
所謂理者, 仁而已矣.”

14) [湛軒書], 內集 卷1, 같은 곳, “在天曰理, 在物曰性. 在天曰元亨利貞, 在物曰仁義禮智, 其實一也.”

15) [湛軒書], 內集 卷1, 같은 곳, “草木之理, 卽禽獸之理. 禽獸之理, 卽人之理. 人之理, 卽天之理. 理也者, 仁與義而已矣.”

16) [毉山問答]上, 326쪽,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
17)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 예문서원, 2005, 60쪽.

18) 연행 이후 홍대용의 이러한 상대주의적 객관적 시각과 인물균론으로의 사상적 전회는 서양문물에 대한 긍정적 의식과 함께
서양과학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적 토양이 되었다.

19) 정성식, [洪大容의 [中庸問疑]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19, 2009,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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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中庸問疑]12, “首章註, 以天地位爲致中之效, 育萬物爲致和之驗. 夫至靜無偏, 獨非育萬物之本乎, 應物無差, 獨非

位天地之功乎. 此其本末相須, 始終相因. 分而二之, 理宜不然. 且如是分屬, 非不成說, 惟無補於經訓, 無益於後學而

適足以啓訓詁之弊. 則寧踈而無密, 寧拙而毋巧, 不亦可乎.”

21) [中庸問疑]24, “妄意可知可能者隱也. 隱者, 微也小也. 聖人之不知不能與天地之所憾者, 費也. 費者廣也大也. 所謂

語大語小者, 所以重釋費隱之義. 其曰造端乎夫婦者, 隱也, 其曰察乎天地者, 費也. 所以申言君子之道而結章首費隱
二字之義也. 盖合而言, 其廣且大則曰費也. 分而言, 其微且小則曰隱也. 其言之異, 在於分合而不在於體用也.”

22) [中庸]20章, 朱注, “以其等而言, 則生知安行者, 知也. 學知利行者, 仁也. 困知勉行者, 勇也. 蓋人性雖無不善, 而氣稟有
	不同者, 故聞道有蚤莫, 行道有難易. 然能自强不息, 則其至一也.”

23) [中庸問疑]20章,“以生知章註, 以其等云云, 此篇言三德, 只見其分而不見其等. 大舜顔淵子路之事, 恐只其所擧, 偶有
高下, 非三德眞有其等而然. 然則集註之意, 未知何據.”

24) [中庸問疑]21章, “二十一章天道人道之分屬, 亦恐未必盡然. 由人道而至於能化, 則是亦天道也. 前知之至誠, 旣承上
章而言, 則何必偏屬天道耶? 二十五章時措之宜, 則亦天道也. 二十七章上段言天道, 下段言人道, 則俱不可專屬人道也.

盖二十一章以下, 皆所以讚聖道之大而立天下之準, 言修省之方而示學者之功.”

25) [河南程氏遺書]卷1, “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26) 程顥, [識仁篇], “學者必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27) [湛軒書], 內集 卷1, [問疑], [答徐成之論心說], “充塞于天地者, 只是氣而已而理在其中. …… 於是得淸之氣而化者爲人,

得濁之氣而化者爲物. 就其中至淸至粹神妙不測者爲心, 所以妙具衆理而宰制萬物. 是則人與物一也. 虎狼之於子也,
慈愛之心, 油然而生. 蜂蟻之於君也, 敬畏之心, 自然而生, 此可見其心之本善, 與人同也.”

28) [湛軒書], 內集 卷1, [問疑], 위와 같은 곳, “惟此本體之明, 不以聖而顯, 不以愚而晦. 不以禽獸而缺, 不以草木而亡.”
29) [中庸]13章, “忠恕違道不遠, 施諸己而不願, 亦勿施於人.”
30) [大學問疑] 傳9章, “”

31) [大學問疑]傳9章, “慈者, 人之罕有失者. 故特擧此而言之, 以明孝弟慈三者皆是出於自然而非勉强而爲之者也. 必在

識其端緖之發見而推而廣之, 如以慈言之, 則保赤子之心, 誠求之者, 是端也. 自是而推致之於許多慈愛之道, 乃所謂
推廣也. 惟其施於家者如是, 故方有興仁興讓之效, 如新民章之先務自新而民自興起而自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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