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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 처사 홍정하의 천주교리서 비판과 천주교 인식*
- 『성세추요증의』를 중심으로 원 재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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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세추요증의(盛世芻蕘證疑)』는 『대동정로(大東正路)』 제5권에 「증의요지(證
疑要旨)」 등 4편의 척사서(斥邪書)와 함께 실려 있는 정조대 처사 홍정하(洪正河,
호 髥齋)의 천주교 비판서이다. 특히 이 글은 천주교의 사회윤리, 즉 평등사상에
입각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
했고, 그밖에도 제사무용론(祭祀無用論), 천주대군대부설(天主大君大父說)을 비
판하면서 유교적 윤리질서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
여준다. 홍정하는 유교사상의 핵심인 인(仁)과 천주교의 애(愛, 博愛, 兼愛)를 같
은 차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천주교가 유교적 가부장
제(家父長制) 중심의 수직적, 신분 차별적 윤리강상(倫理綱常)을 해친다고 비판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4A01037366).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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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 천주교의 4대 교리 중에 상선벌악(償善罰惡)을 제외한 천주(天主)의 존
재 및 천지창조(天地創造), 강생구속(降生救贖), 삼위일체(三位一體) 등의 교리를
모두 부정하는 논리를 개진하였다. 그는 이러한 척사서를 저술하여 그와 교유하
던 정범조(丁範祖, 1723~1801, 海左), 강준흠(姜浚欽, 1768~?, 三溟) 등에게 반
천주교 사상을 전파했고, 특히 충주와 원주 사이, 즉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당대의 지역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고 구한말 영남 사림들에게 척사론
의 모범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척사론은 천주교의 교세가 평민과 천민들,
부녀자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분평등, 남녀평등 등 근대적 사상을 남
녀차별, 신분차별의 중세적 봉건적 수직윤리로서 비판하려고 한 데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한계점이 확인된다. 다만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부장제(家父
長制)에 입각하여 신분 차별적 수직사회를 유지하면서, 후손을 낳아 조상의 제사
를 잇는 것을 효(孝)의 큰 덕목으로 여겼던 유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도 유용한 현실사회 옹호론이었다.
 주제어
홍정하(洪正河), 인(仁), 충효(忠孝), 척사론(斥邪論), 『성세추요증의(盛世芻
蕘證疑)』, 신분평등(身分平等),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I . 머리말 : 염재 홍정하의 척사론과 척사운동
염재(髥齋) 홍정하(洪正河)는 정조대에 활약한 유학자로서 벼슬은 하
지 않았으나 당시 유행한 천주교리를 성리학의 관점에서 비판했던 척사
론자(斥邪論者)로서, 또 천주교회 비판과 배척운동을 앞장섰던 척사운동
(斥邪運動)의 주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조선에 들어온 여
러 권의 천주교 서적을 읽고, 자기가 읽은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그가 읽은 천주교 서적 중의 하나가 청나라에 와서 전교활동을 하던 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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秉正(P. Jos.-Fr. Moyriac de Mailla, 1669~1748) 신부의 저서 『성세추
요』 였고, 이에 대한 비판서가 바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세추요증
의』이다.
홍정하는 생몰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다만 정조 때 활동한 처사(處士,
布衣)로만 알려져 있다. 그의 호는 염재(髥齋)이다. 홍정하는 신후담(愼
後聃, 1702~1761, 河濱, 遯窩)과 안정복(安鼎福, 1712~1791, 順菴)에 이
어 논리적인 척사론(斥邪論)을 개진한 사람으로, 『천주실의(天主實義)』,
『만물진원(萬物眞源)』, 『성세추요(盛世芻蕘)』, 『진도자증(眞道自證)』등 다
양한 서학서 및 천주교 교리 전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아
가 서양의 윤리관과 자연관 및 보유론(補儒論)적 선교(宣敎)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홍정하의 척사론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인 글이 바로 『증의요지(證疑要旨)』이다. 홍정하가 거처하고 활동한 곳으
로는 지금의 충청북도와 강원도 영서지방 일대로 여겨지며, 교제한 인사
로는 정범조(丁範祖, 1723~1801, 海左), 강준흠(姜浚欽, 1768~?, 三溟)
등으로 드러난다.
『성세추요증의(盛世芻蕘證疑)』는 『대동정로(大東正路)』 제5권에 「증의
요지(證疑要旨)」, 「천주실의증의(天主實義證疑)」, 「만물진원증의(萬物盡
源證疑)」, 「진도자증증의(眞道自證證疑)」 등과 함께 실려 있다. 『대동정
로』는 대한제국기에 경상남도 유학자들이 역대의 척사론서(斥邪論書)를
모아서 편집한 책자로서 총 6권 5책이며, 서울대 규장각과 고려대 도서
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02년(광무6년) 허칙(許侙)과 곽한일(郭漢一) 등
에 의해 편찬되고, 1903년 진남(鎭南, 지금의 통영)에서 간행되었고, 1985
년 여강출판사에서 영인본을 찍어냈다.
『성세추요증의』 본문에는 별도로 붙여진 소제목이 없다. 다만 단락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고, 또 그 의미로 보아서 대략 4가지로 『성세추요』
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성세추요』의 서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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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인애인언(仁愛引言)’과 ‘애주애인(愛主愛人)’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그 다음으로 『성세추요』의 제1편부터 5편까지의 내용 중에서, ‘대군대부
론(大君大父論)’, ‘조상제사무용론(祖上祭祀無用論)’, ‘일처일부제(一妻一
夫制)’ 등을 차례로 비판하고 있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홍정하의 척사론 및 『성세추요증의』에서 뚜
렷하게 드러나는 천주교 윤리비판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박종홍은 한문서학서의 조선 전래 과정에
서 이를 읽고 비판한 유몽인, 이익, 신후담, 안정복, 이헌경 등 여러 학자
들의 비판적 견해를 언급하면서 홍정하의 척사론도 함께 소개하고 있
다.1) 박종홍의 분석은 홍정하의 글을 축조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유학자
들의 글과 마찬가지로 ⓐ천주교리 일반 비판, ⓑ심리학설(영혼론) 비판,
ⓒ윤리사상 비판, ⓓ자연철학 비판 등 4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소개하
였다. 박종홍은 ⓐ의 측면에서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의 측면에서
『진도자증(眞道自證)』과 『성세추요(盛世芻蕘)』를, ⓓ의 측면에서 『만물진
원(萬物眞源)』 등 홍정하가 열람하고 비판한 이른바 ‘증의류(證疑類)’의
구체적인 구절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 4가지 측면
에서의 분석방법은 이후 연구자들에게서도 대체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이원순은 박종홍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면서, “홍정하의 배야척사론
(排耶斥邪論)은 마테오 리치류의 보유론적(補儒論的) 천주신앙의 벽파에
정력을 기울였으며 … 한역서학서에 검토를 가해가며 종교, 윤리, 사회,
1)	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아세아연구』 Ⅻ, No.1(통권35호) 고려
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9;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논문선
집』 제1집, 1976.1, 11~107쪽에 재수록. 박종홍은 천주교 도입 전개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척사론과 함께 천주교 수용론에 대해서도 정약종과 정하상 부자의 저
술을 『주교요지』와 「상재상서」 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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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등 각 방면에 걸쳐 비판을 가하고 있는 데 특색이 있다.”고 파악했
다.2)
차기진은 “홍정하의 척사론이 내용적으로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전
의 척사론(斥邪論)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1787년 반회사건(泮
會事件)을 계기로 안정복이 주도하여 기존의 이론적 척사론이 정치적 척
사운동(斥邪運動)으로 전환하게 된 이후 폐제분주론(廢祭焚主論)과 무부
무군론(無父無君論)에 대한 윤리적 비판 체계를 정립하여 척사운동에 이
론적 뒷받침을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했다.3) 차기진은 앞서 언급한 박종
홍의 분석틀과 비슷한, ㉮서학의 보유론, ㉯천주교 교리, ㉰서양의 윤리
관, ㉱서양의 자연관 등 4가지 측면에서 여러 척사론자들의 저술을 분석
하였는데, ㉮의 경우 『천주실의』, 『만물진원』 등을, ㉯의 경우 『천주실의』,
『진도자증』 등을, ㉰의 경우 『천주실의』, 『진도자증』, 『성세추요』 등을, ㉱
의 경우 『만물진원』을 각각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에서 홍정하는
『천주실의』, 『만물진원』, 『성세추요』, 『진도자증』 등을 각각 비판하는 ‘증
의류’를 작성했으므로 ㉮~㉱의 전 분야에 걸쳐서 서학서를 비판한 셈이
된다.4) 차기진은 “홍정하의 척사론도 이단 배척이라는 궁극적 목적에서
는 이전의 척사론과 다를 바가 없으니, 『증의요지』에 나타나는 서학의 상
제설(上帝說), 천주의 개념이나 속성, 영혼불멸설, 천당지옥설, 강생설
(降生說), 윤리관 비판의 일부는 이미 신후담이나 안정복의 척사론에서
대부분 거론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 『증의요지』에서는 천주교 교리 비
판이 약화되고, 이미 제기되어 온 영혼론 비판이 빠진 반면에 이전에 보
2)	이원순, 「受耶와 排耶의 論理」, 『朝鮮西學史硏究』 제4장2절 중, 일지사, 1986,
455~456쪽.
3)	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運動의 전개」, 『조선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4, 269~275쪽.
4)	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運動의 전개」, 270~271쪽 <표3; 洪正河의 『證疑要
旨』에 나타난 斥邪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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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던 윤리관, 자연관 비판이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었다.”5)라고 분
석했다. 특히 홍정하는 서학의 4원행설(四元行說; 氣,土,水,火)을 동양
고래의 5행설(五行說; 火,水,木,金,土)로 대체, 비판하면서, 스스로 “서양
인들이 말하는 성역(星曆), 도수(度數)의 이론이 정밀하고 교묘하여 배척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모양이 네모지다”라든가 “별이 하늘에
널려 있는 것은 나무마디가 너른판자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고 한 부
분 등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등 벽이단(闢異端)의 이론을 서
양의 과학, 기술에까지 넓혀보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여
그는 서학에서는 수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평가
하였다.6) 덧붙여 차기진은 홍정하의 이같은 주장은 “홍정하가 서양의 천
문, 역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결론이며, 서학의 내용 모두를
이단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끌어 낸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7)라고
평가하면서 홍정하의 서기(西器, 西技)에 대한 인식의 한계성과 서기비
판의 의도성 등을 지적하였다.8)

5) 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運動의 전개」, 217쪽.
6)	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運動의 전개」 272~274쪽; 이러한 차기진의 분석은
서기중국원류설(西器中國源流說)에 입각한 동도서기론의 형성과는 다른 별도의
흐름(=서학에 대한 전면적 배척론)이 18세기 후반부터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19세기 전반 세도정권기 서학의 쇠퇴, 조락을 서술하는 이원순의 분
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원순, 「受耶와 排耶의 論理」, 456쪽, 이
원순은 홍정하의 비판이 서학의 자연분야에도 미치고 있다고 보고, 1801년 서학
탄압기 이후의 천주교 박해는 다만 천주교의 금압에 끝나지 않고 천주교의 발본
색원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천주교 박해는
그 대상을 ‘천주교 신앙과 윤리 → 천학(天學) → 서학의 이측면(理側面) → 서학’
으로 무차별 확대하여 서학의 전면 봉쇄, 전면 금압으로 대상을 확대해갔다고 설
명한다. 이원순, 「受耶와 排耶의 論理」, 17쪽.
7) 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運動의 전개」, 273쪽.
8)	이밖에도 홍정하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저가 있다. 금장태, 「염재 홍정하의
서학 비판이론과 쟁점」, 『조선후기 유교와 서학』, 서울대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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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상의 고찰에서 언급한 홍정하의 서학 비판사상을 특히 그가
쓴 『성세추요증의』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서양 내지 천주교의 윤리사상
에 대한 비판의식을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사
에서는 직접 인용하지 않은 마이야(Mailla, 馮秉正) 신부의 『성세추요』

원문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홍정하가 인용하고 비판한 내용이 과연 『성
세추요』의 내용을 정확히 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홍정하의 이러한 비판이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오늘날에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고찰해
보고자 한다.9)

II . 『성세추요증의』를 통한 천주교 비판

1. ‘인애인언(仁愛引言)’과 ‘애주애인(愛主愛人)’을 비판함
『성세추요』 의 맨 첫 머리에는 이 책의 서언(序言)에 해당하면서 저자
의 핵심사상과도 부합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9)	『성세추요』는 중국에 와서 전교한 가톨릭 선교사 마이야(Mailla, 1669~1748, 馮
秉正) 신부가 쓴 책으로 소원편(溯源篇), 구속편(救贖篇), 영혼편(靈魂篇), 상벌편
(賞罰篇), 이단편(異端篇) 등 모두 5편으로 구성된 대중적 교리서이자 호교론서이
다. 1733년 북경에서 초간된 이후 여러차례 간행 보급되었으며, 필자는 현재 한
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1904년 홍콩간행 활판본(도서번호 6407)을 본고작성에
활용하였다. 이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원재연, 「성세추요(盛世芻蕘)Ⅰ」, 『부
산교회사보』 제35호, 부산교회사연구소, 200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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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卷 (仁愛引言 , 鑒閱姓氏 , 溯源篇)
선(善)과 악(惡), 정(正)과 사(邪)의 분별, 길흉(吉凶)과 승강(升降)의 관계
는 다름 아닌 어질고[仁] 어질지 아니하고[不仁]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인
(仁)을 다하는 방도(方道)는 애(愛)가 아니면 공(公)이 되지 못하고, 애를 다하
는 방도는 위로 하느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뭇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을
이룰 수 없다. 예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칭할 자가 없었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또
한 없었다.[善惡正邪之辨 吉凶升降之關 無他 仁與不仁而已, 盡仁之道 非愛不
爲公, 盡愛之道 非上愛天主 下愛衆人 不足以成仁, 從未有不愛人而可稱愛主
者 亦未有愛主而不愛人者]

이러한 내용에 대해 홍정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① ‘인애인언(仁愛引言)’ 비판 - 인(仁)은 근본이고 애(愛)는 인의 일
부분으로 인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므로 ‘인’과 ‘애’를 결코 동급으로 취
급할 수 없다. 또 천주교의 ‘애’가 천당(天堂)과 같은 ‘공(功, 공로)’이나
‘리’(利, 이익)을 바라는 속성상 결코 ‘인’(仁)이 될 수 없다.10) 유학자는 당
연히 부모와 임금에게 충성하고 효도할 뿐, 공과 이익을 바라고 효도하
고 충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양 선교사들이 유교 경전에서 ‘인’을 훔
쳐다가 그들의 ‘애’와 결합시키려 하지만 이는 얼음과 숯이 서로를 용납
하지 않음(氷炭不相容)과 같으니, 이것을 어찌 책(성세추요) 첫머리에 드
러낼 ‘주장’이라고 하겠는가?11)

10)	박종홍은 “인의(仁義)의 ‘인(仁)’자와 공리(功利)의 ‘공(功)’자는 서로 배치됨이 수
화(水火)와 같은 것이다.”고 한 홍정하의 서술을 인용하였다. 박종홍, 「서구사상
의 도입 비판과 섭취」, 73쪽.
11)	박종홍은 “서사(西士)의 설은 찬양과 아첨으로써 報效를 노리는 것이니 암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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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애주애인(愛主愛人)’ 비판 - ‘하늘(天)’은 심성(心性)과 원욕(願慾)
이 없는 ‘이치(理)’에 불과하므로 인간인 ‘예수(耶穌)’가 천주(天主)가 될
수 없다. 또한 입만 열면 “만물(萬物)을 멸하고 만인(萬人)을 죽인다”고
협박하는 예수는 자기도 사랑할 줄 모르고 천주도 사랑할 줄 모르니 천
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홍정하의 비판에 나타난 천주교 이해의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①, ②의 비판에 대한 평가] - 천주교가 보유론12)적 전교방식에
입각하여 핵심 종지인 사랑[博愛]을 유교의 종지인 인(仁)과 병립하여 강
조하고자 한 시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홍정하가 천주교를 본격
적으로 비판하여 발본색원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천주교의 ‘박애’(博愛)는 자신을 희생하여 천주와 사람
이 다같이 바라는 ‘정의’(正義) 또는 ‘공의’(公義)를 실천하려는 것이므로
결코 공(功)이나 이(利)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자구(字句) 하나
만 트집삼아 ‘애’를 폄하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또 예수가 자
주 언급한 ‘세상에 가득찬 죄악’에 대한 심판(審判)을 파괴나 살육으로 곧
바로 연결시켜 ‘사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 또한 공정한 평가가 아
니다. 예수의 심판은 세상 끝날의 최후심판 즉, 정의롭고 공정한 하느님
의 심판인 상선벌악(償善罰惡)을 언급할 뿐, 이러한 공정함이 천주 예수
도 그 의의를 알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한 홍정하의 서술을 인용하여, 천주교
가 인격체로 이해하는 천주의 속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74쪽.
12)	보유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 금장태, 『동서교섭과 근대 한국
사상』, 성균관대출판부, 1984; 원재연, 「조선후기 천주교 서적에 나타난 ‘良知說’
에 대하여」, 『양명학』 20호, 양명학회, 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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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없이 자비로움(십자가 구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랑
(박애)과 정의(공정)의 두 덕목을 매우 조화롭게 강조하는 종교가 천주교
이다.

2. ‘대군대부론(大君大父論)’을 비판함
『성세추요』 제1편 「소원편(溯源篇)」에는 천주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크
고 위대한 임금이요 어버이라는 ‘대군대부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
되어 있다.
[A] 一,溯源篇
4. 講造物; 講第二件緣故
1) (講)天主爲何造化天地萬物給人使用.
…… 만약 (그러고도 자신이) “진실로 잘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공번된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친히 낳아준 부모라고 한다면 반드시 효
경을 다해야 할 것이니, 저 떳떳한 도리를 어그러뜨리고 이치에 어긋나 교화
(敎化)를 권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잘못한 사람이다. 난신적자
(亂臣賊子)13)는 사람마다 그를 잡아죽일 것이고,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면
이는 곧 금수(禽獸)이니14), 이와 같이 말한다면 이는 임금과 부모의 은혜를
하나도 보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큰 임금님을
버리고, 처음부터 낳아서 기른 위대한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서 도리어 평
범한 사람과 완고한 물건을 공경하여 믿으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
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충효가 이미 온전한데, 어찌 반드시 격외
13)	임금을 弑害하는 신하, 아비를 해치는 자식을 말한다. 《孟子》 滕文公上; 孔子成
春秋 而亂臣賊子懼.
14) 《孟子》 滕文公下;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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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外)로 낳아서 유지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한다면, (이는) 특별히
큰 근원이 천주께로부터 나옴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若說狠去得 恐難逃公
論 若說親生父母 必該孝敬 這一種悖常違理 不聽權化的人 斷斷行不去的 亂臣
賊子 人人得而誅之 無父無君 就是禽獸了 如此說來 是君父之恩 沒有一個不該
報效的 今棄去造天造地之大君 叛離資始資生之大父 反敬信庸人頑物 又不受
人指點 自以爲忠孝已全 何必格外生支 殊不知道之大原 出於天主]
[B] 一,溯源篇
4. 講造物; 講第二件緣故
1) (講)天主爲何造化天地萬物給人使用.
설혹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어미가 있는 것만 알고 아비가 있음을 알지 못
하거나, 혹 부모만 알고 임금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 거슬러 반역하는
것이 된다. 이제 임금과 어버이에게 마땅히 충효를 다해야 하는 것만 알고 임
금과 어버이의 위에 계신 한 분이신 천주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어떠한 패역
인가? 내가 다시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백한 몇 마디 구절로 받들어 고할 것
이니, 천주께서 이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시어 공연히 사람에게 주어 사용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원래 사람에게 천주를 공경하고 가르침과 법규를 준
수하도록 명하셨으니,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이것은
모두 동일한 도리이다.[設或一人 知有母而不知有父 或止知父母而不知有君
皆爲悖逆 今止知君親之當忠孝 而不知君親之上有一天主 這是何等的悖逆 我
再奉告幾句最簡最明的話 天主造這天地萬物 不是白白給人受用的 原命人 恭
敬天主 遵守敎規 與那子之事父 臣之事君 是一個道理]
[C] 一,溯源篇
5. 講人人倚靠天主; 講第三件緣故
1) (講)我們本分該倚靠天主(“우리의 본분은 마땅히 천주를 의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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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강론함)
어찌하여 이 마땅히 의지해야 할 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속 사람들
이 설명하기를, “은혜를 받고도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라고 하니, 청컨
대 묻노니,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은혜는 부모(의 은
혜)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공번된 은혜는 조정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
러나) 만약 공적, 사적으로 모두 크며 시시각각 떨어질 수 없는 은혜가 있다
면 오직 한분이신 천주만이 계실 따름이니, 임금과 부모의 은혜는 반드시 틈
이나 끊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등만 돌리면 애가 울어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또 “윗사람의 밝음이 아랫사람의 어두움을 알지 못한
다”고 하였으나, 오직 천주께서는 아니 계신 곳 없고, 모르시는 것 없으시므
로 그 은혜는 터럭만큼도 틈이나 끊어짐이 없으시니, 어찌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으로서 마땅히 의지해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怎麽見得是該當倚靠的
本分 俗人說 受恩不報非君子 請問恩之最大者是誰 私恩莫大於父母 公恩莫大
於朝廷 若公私並大 時刻不離之恩 單單只有一個天主 因君父之恩 必有間斷 常
言道轉背不知兒啼哭 又說上明不知下暗 獨有天主無所不在 無所不知 故其恩
毫無間斷 豈不是我們本分內 該當倚靠的麽]

이상 [A]~[C]의 내용에 대해서 홍정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① “천주는 군부(君父)보다 위에 존재하는 대군(大君)이요 대부(大父)
이다”라는 말은 큰 병통(病通, 오류)이다.15) 그 이유는 군부(君父)에게 효
경(孝敬)을 바침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서 그 은혜(恩惠)를 따지지 않는 것
인데, 천주교는 늘 이익(利, 공리)을 위주로 하므로, 은혜의 크고 작음을
15)	박종홍은 이에 대해, “만일 어버이 섬김을 제2의 도리로 삼는다면 이미 天道와
서로 배반됨이니 어찌 하늘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홍정하의 언급을 인용했
다. 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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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영혼(靈魂)을 부여한 천주가 육신을 물려준 부모보다 더 위대
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天)은 이치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육신
의 부모와 통치하는 군상(君上, 임금)을 내버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효경(孝敬)의 요체는 보덕(輔德), 순지(順志), 양체(養體)의 3가지인데,
중사(中士, 중국선비)의 사천설(事天說)16)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늘 뜻에
순명함은 가능하지만, 하늘에게 보덕하고 하늘을 양체함은 불가능하다.
또 하늘은 이치일 뿐이므로 찬양하고 칭송해도 하늘(천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효과가 없게 된다. 서양선비
가 『성세추요』에서 말하는 ‘보효적(報效的, 천주 은혜에 보답)’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임금과 아버지에게는 충효(忠孝)를 다하면서, 대군대부이신 천주
를 섬기지 않는다면 패역(悖逆,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은 오류이다.첫
째, 사친(事親)과 사천(事天)은 본디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즉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다만 하
늘은 지각(知覺)이 없으므로 효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하늘의 뜻
을 잘 받드는 자식(上天善繼善述之子)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다. 천주는 만물 안에 존재하니 반드시 부모의 윗자리에 있지는 않다. 내
가 태어난 것은 부모가 낳아준 때문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임금이 있
기 때문이니, 형체가 있는 부모와 임금에게는 당연히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가 예수를 부모와 임금의 윗자리에 올려놓고자(=
16)	이와 관련하여 차기진은, “상제와 천주가 모두 萬有의 宗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는 같지만, 천주의 가르침은 이기적인 것이다”라는 황정하의 혹평을 소개했
다.(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運動의 전개」, 271쪽) 여기서 보면 홍정하는
상제(上帝)를 사천(事天)의 대상으로 삼는 것까지는 천주의 인격설을 부정하는
그의 견해를 백보 양보하여 인정하게 되더라도 천주는 ‘이기적’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상제와는 그 영역에서 공사(公私)의 차이만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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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임금에게 바칠 효경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
③ “사은(私恩)은 부모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고, 공은(公恩)은 임금
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나 사은과 공은을 늘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은 천주의 은혜 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은 오류이다. 첫째 하늘에 대
해 ‘사(私)’자를 씀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둘째, 하늘은 애초부터 심성(心
性)이 없으므로 설령 지각(知覺)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물
이 사물을 낳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니, 굳이 천주의 공은(公恩)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게 된다.

이상의 『성세추요』 비판을 통하여 드러난 홍정하의 천주교 인식의 수
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②, ③의 비판에 대한 평가] - 세상의 섭리(攝理)로서의 하늘
(天)에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무인격적인 ‘이치(里)’로만
볼 것인가는 서양 가톨릭 선교사들과 육경고학(六經古學)을 중시하는 원
시유학적(原始儒學的) 성향의 유학자들은 전자이고, 정통 주자성리학자
(朱子性理學者)들은 후자에 속한다. 홍정호는 일단 후자의 입장을 취하
여 천주의 인격성을 한사코 부정하기 때문에, 천 또는 천주에 대한 은혜
나 보답이란 말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또한 유신론(有神論)과
무신론(無神論)의 논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불가해한 문제이므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성경(마르코복
음7,11-13)에서 예수는, ‘코르반’ 곧 ‘하느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핑계하
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한다. 이는 “천주가 곧 대부대
군(大君大父)이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천주교가 부모에게 효
도하고, 그 효도의 연장으로서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하는 충효(忠
孝)의 종교이며, 하느님 공경도 부모공경을 그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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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는 정하상의 「상재상서(上宰相書)」에서 십계명 중
제 4계명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언급하는 구절에도 나온다.17) 따라
서 홍정하가 천주교의 대군대부론을 무부무군론(無父無君論)으로 연결
시켜, 천주교를 불충패륜(不忠悖倫)의 종교로 매도하는 논리는 다분히
오해 또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존재하는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정치권력과 일정하게 연결되
어 국가이념(國家理念, 또는 지역이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으므로,
어느 한 종교만이 충효의 종교이고 나머지 다른 종교는 그런 측면이 없
다고 하는 것은 독단의 오류에 속한다.

3. ‘조상제사무용론’(祖上祭祀無用論)‘을 비판함
『성세추요』 제 5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교식 조상제사를 비
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異端篇目錄]
② 回書總闢 第二張 至第四張
예부터 서로 전해져서 통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에 이르면 이것
은 다만 평상시의 의복과 음식과 일어나고 거주하는 일을 논하는 것일 뿐이
니, 곧 옛사람이 말한바 ‘그 가르침을 닦지만 그 풍속을 바꿀 수 없으며, 그
정사(政事)는 가지런히 하지만 그 마땅한 바는 고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만
약 윤리강상(倫理綱常)과 명교(名敎)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릇된 것과 올바른
것,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일이라면, 옛날과 지금을 논해서도 안 되
17)	정하상, 「上宰相書」, 아세아문화사간 영인본, 1976 “誡命者何 上主默諭之十誡也
一欽崇一天主萬有之上 … 四孝敬父母 … 忠恕孝悌 仁義禮智 包括這裡 有何一毫
不足處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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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래 되었는가 최근에 비롯된 것인가를 따져서도 안 되니, 오직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치에
합당하다면 새로운 법이라도 또한 반드시 준행해야 하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
다면 옛날 법이라도 또한 마땅히 정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옛부터 내려오는 예절은 결단코 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청컨대 묻노
니 예절의 큰 것으로 제사(祭祀)만한 것이 없고 제전(祭典)의 큰 것으로는 시
주(尸主)18)와 같은 것이 없는데도 어찌하여 한나라와 당나라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까?19)[至於自古相傳 通行已久的話 只可以論平
常服食起居之事 卽前人所說 修其敎 不易其俗 齊其政 不易其宜 若關係綱常名
敎之中 邪正是非之辨 不可以論古今 不可以論久近 惟論其合理不合理 合理者
新法亦必遵行 不合理者 古法亦當停止 倘以爲古禮決不可廢 請問禮之大者 莫
如祭祀 祭典之大 莫如尸主 何故漢唐以後 並無此擧]

이상의 『성세추요』 내용에 대해서 홍정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① “천주교는 ‘강상명교(綱常名敎)’를 논할 자격이 없다.” : 홍정하는
“‘강(綱)’이란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삼강(三綱 :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
爲婦綱)을 말하고, ‘상(常)’이란 오상(五常, 五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
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을 말하고 ‘명(名, 명분)’이란 임금, 신하, 아
버지, 자식, 형, 아우, 남편, 아내가 각각 그 다와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 兄兄 弟弟 夫夫 婦婦)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교(敎)’라고

18)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을 닮은 어린아이를 대신 신주(神主)의 자리에 앉히는 일.
19)	홍정하는, 마이야 신부가 유학자들의 옛것을 고수하는 습성을 비판한 것에 대해
유교가 반드시 그렇게 고루한 종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이 오
래되면 폐가 생기므로 성인이 때에 따라 덜거나 더하는 것은 형세가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한 부분을 서술했다. 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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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이러한 ‘강’, ‘상’, ‘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주교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없다 하고, 신하로서 교황(敎皇)을 자칭하고, ‘인(仁)’자를 “천주
를 사랑하는 것(愛天主)”으로 풀이하니, 이는 유교의 규정과 거리가 멀다
고 하면서 천주교는 강상명교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
② ‘신주무용론(神主無用論)’에 대한 비판 : “성세추요”의 ‘이단편’에서
“옳고 그름의 분별은 ‘고금(古今)’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가 불합리
한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고례(古禮)의 시주(尸主)가 한당(漢唐) 이후로
더 이상 근거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중국 고대의 시동(尸童,
제사 지낼 때 조상을 닮은 아이를 상석에 앉히고 그를 조상처럼 여겨서
제사지냄)과 그것이 변한 당대의 신주(神主)를 은근히 비판하자, 이에 대
해 반박하였다. 즉 예(禮)는 시대에 따라 그 근본정신은 유지하되, 형식
은 변하므로 시주(尸主)가 신주(神主)로 변함은 자연스런 일이고, 시주나
신주는 모두 신도(神道)가 깃들이는(또는 의지하는) 주된 물건이니, 이를
없애려는 것은 윤리강상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정
하는 신주(神主)를 불태우고 조상 제사를 거부한 1791년 호남 천주교도
윤지충의 진산사건(珍山事件)을 의식해서인지, 신주를 만든 이유를 ‘조상
의 신기(神氣)’의 존재와 조상에 대한 인정(人情, 그리움)을 부인할 수 없
기 때문이라며 재차 신주(神主)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
③ ‘제사무용론(祭祀無用論)’에 대한 비판 : 홍정하는 조상들의 신기
(神氣)와 함께 귀신의 존재 즉 신리(神理)와 하늘의 작용인 천정(天定) 등
을 인정하고, 천주교가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
박하였다. 그 주요 반박의 논리는 “제사(祭祀)는 곧 조상의 신기가 현세
의 후손에게 감응(感應)하는 것이니, 정성을 다하여 조상을 사모하면 원
20)	차기진은 홍정하의 이런 서술을 감안하여 그가 『성세추요증의』 등 ‘증의류’를 서
술한 시점을 1791년 신해박해 직후로 보고 있다. 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
運動의 전개」,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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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조상과 후손의 기(氣, 기운)는 동일하므로, 서로 신기가 감응하게 된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상제사는 ‘신기의 상호감응’이라는 천
리(天理)와 인정(人情)에 따른 것이므로 신주(神主, 木主)와 마찬가지로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 “벽에 써 붙인 글자는 낮에는 보이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니,
조상의 기운도 살아있을 때는 느낄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느끼지 못하
게 된다. 그러나 밤에도 불을 켜면 벽의 글자를 볼 수 있듯이, 죽은 후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기운을 느끼고 감응할 수 있게 된다”21)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조상제사를 비합리적인 것으
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러한 홍정하의 비판을 통하여 드러난 천주교 인식의 수준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②, ③의 비판에 대한 평가] - 이러한 비판은 홍정하가 천주
교의 천당지옥설이나 영혼불멸설을 근거가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제사의
효용성은 강조해야만 하는 유학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

21)	차기진은 이러한 홍정하의 서술에서, 이전에 신후담이 이미 비판했던 ‘영혼 비
판론’을 홍정하가 그의 저술 어디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
면서, “이미 제기되어 온 영혼론 비판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運動의 전개」, 271쪽. 필자의 생각도 비슷하다. 신기(神氣, 신비로운
기운)의 감응(感應, 느끼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지냄은 조상과 후손
간에 유대(연결고리)를 열어주고 돈독히 한다”고 서술하는 방식은 ‘영혼불멸’의
천주교 교리를 부정하는 유교의 가르침을 옹색하게 한다. 곧 “인간 사후에 혼
(魂)은 흩어지고 백(魄)은 땅 속으로 사라진다”는 유교의 가르침과는 별도로 인
간 사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정
의 종묘(宗廟)에 모신 ‘불천위(不遷位)’의 존재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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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791년 진산사건으로 폐제분주한 일부 천주교
신자들의 패륜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하면서, 동시에 유교
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하는 그의 유학자적
입지를 잘 말해준다. 이 점은 진산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천주교의 제사부정의 가르침만은 인정하지 못하겠
다는 상당수의 친서파(親西派) 유학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22) 그러나 홍정하는 결국 “천주교의 천당지옥을 인
정한다면 유교의 제사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가 부정했던 천주
교의 천당지옥설을 마치 인정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신기(神
氣)의 감응(感應)’ 이란 용어 등을 통해서 그가 천주교의 ‘영혼불멸설(靈
魂不滅設)’과 유사한 ‘사후(死後) 인혼(人魂, 魂氣, 神氣)의 존재’를 주장
하는 해석상의 논리적 모순을 유발하고 있다.23)
“천주교가 강상명교(綱常名敎)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유교
적 입장에서 평가한 것일 뿐, 천주교는 ‘10계명’을 통해서 충효(忠孝)의
윤리를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고,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벗과의 신의(信
義, 朋友有信)를 강조하고 있으며, ‘칠극(七克)’ 등을 통해서 인격수양에
필요한 근면, 겸손, 절제, 관용 등의 덕성(德性)을 함양하도록 교훈을 주
는 학문이므로 유교와는 다른 윤리도덕 체계를 갖춘 ‘강상명교’라고 할
수 있다.24) 한편 유교에서는 조상(祖上)과 후손(後孫)의 신기(神氣)가 감

22)	차기진은 그 예로서 이승훈, 권철신, 이가환, 오석충, 홍낙민, 정약전의 예를 들
었다. 차기진, 「斥邪論의 형성과 斥邪運動의 전개」, 269쪽.
23)	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77쪽; “제사의 이치를 알 수 없는 일이
라고 하지만 그러면 천당의 이치는 과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西士는 木
主의 禮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존경하고 尊奉함은 意義 있는 일
이겠는가?”
24)	정하상, 「上宰相書」, 아세아문화사간 영인본, 1976, “誡命者何 上主默諭之十誡也
一欽崇一天主萬有之上 … 四孝敬父母 … 忠恕孝悌 仁義禮智 包括這裡 有何一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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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感應)하므로 그 신기가 깃들일 신주(神主, 곧 木主)를 만들고 이를 통
해서 제문(祭文)을 지어 벽에 붙이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는 것은 당연하
고도 자연스런 하늘의 작용(天定)이자 인간의 도리[人道, 人情]라고 주장
한다. 이는 유교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교가 인간의 영혼을 영
명(靈明)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귀신(조상의 神氣)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영혼의 불멸(不滅, 영구히 지속됨)이나 인격신(人格神)으로서의 천주의
존재는 부정하고, 섭리, 이치로서의 천(天, 天理)만을 인정함으로써, 유
교가 천주교와는 다른 측면의 종교임을 말해준다. 한편으로 종묘(宗廟)
에서 불천위(不遷位)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천주교나 불교의 ‘영혼불
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사대부 가문에서 조상제
사를 대개 고조부(高祖父)까지 4대봉사(四代奉祀)에 그친 측면은 조상 신
기(또는 혼기)의 유한성(有限性)과 소멸론(消滅論)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비판함
『성세추요』 제 5편에는 다음과 같이 사대부 가문에서 축첩(畜妾)하는
관습에 대해서 천주교 교리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기술하
고 있다.

권5, 異端篇
⑲ 闢娶妾[첩을 두는 것을 비판함]
[A] 인륜(人倫)에는 다섯 조목이 있으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
계’는 하늘과 땅, 만물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그 도(道)는 ‘임금과 신하’ 또는

不足處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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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에 앞서 있으니 다섯 가지 인륜[五倫]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
는 윤리가 됩니다.25) 오직 (천주께서) 사람을 빚어내신 태초에 다만 한 남자
와 한 여자만을 만드셔서 서로 짝이 되어 남편과 아내[부부]가 되도록 하시
고, 도무지 한 남자가 두 여자와 짝이 되게 하시거나 또는 한 여자가 두 남자
와 짝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으니, 족히 천주께서 정해주신 천명(天命)이 일찍
부터 밝게 드러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한자(漢字)의 뜻을 통
하여 살펴볼 때 ‘남편[夫, 지아비]’이라고 하는 글자는 ‘믿음직하다[孚]’는 뜻
이니, (남편은 그의) 아내와 더불어 “마음 한 가운데에 정성이 담겨 있다”는
의미의 신의(信義)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夫] 이라고 하는 글자는) ‘돕
는다[扶]’는 말이니, (남편은 그의) 아내와 더불어 서로 도와줄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아내’[妻]라는 글자는 ‘가지런하다[齊, 같다]’는 뜻이니, (아내는 그
의) 남편과 더불어 균등(均等)하고 가지런한(동일한) 지위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아내’[妻] 라고 하는 글자는) ‘살다(거처하다)’는 말이므로 (아내는 그)
남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마땅함을 지니게 됩니다. 예전부터 이름[名
分]은 어떤 뜻을 지니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남편이) 정당한
(한 사람의) 아내 외에 다시 다른 아내를 얻게 되면 남편은 신의를 잃게 되고
아내는 도움을 잃게 되며 그 지위는 같지 않게 되고 그 거처(居處)도 함께 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금 남편[夫]과 아내[妻] 두 글자의 뜻과는 크게 서로 어긋
나게 됩니다.(그리하여) 위로는 천주께서 정해주신 천명(天命)을 따라서 행하
지 않음이 되고 아래로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윤리(倫理)의 떳떳한 정의(情

25)	《周易》序卦傳 下篇;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
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
…; 그러나 실제로 다른 유교 경전을 찾아보면 책마다 우선순위가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論語》<學而>에서는 부자, 군신, 붕우의 순서로 되어있다. 子夏曰
…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中庸》제12장에서는 군
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의 순서로 되어 있다. 天下之達道 五 所以行之者 三
曰君臣也父子也夫婦也昆弟也朋友之交也五者 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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誼)에 합당하지 않게 되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 폐단과 오류가 지극하다고 할
것입니다.[人倫有五 而男女夫妻 生於天地萬物之後 道在君臣父子之先 爲五倫
中首出之倫 惟生人之始 只有一男一女 配爲夫妻 並無一男二女 亦無一女二男
足見天主之定命 早已顯明 今卽就中國之字義而言 夫者孚也 與妻有中孚之信
又扶也 與妻有扶助之責 妻者 齊也 與夫有均齊之位又棲也 與夫有共棲之誼 從
來名以義起 假使正妻之外 再娶偏房 夫失信 妻失助 位不齊 棲不共 現與夫妻
二字之義 大不相合 上不遵天主之定命 下不合倫理之常情 一經說破 悖謬極矣]
[B] 이에 음욕(淫慾)을 탐하고 여색(女色)에 빠진 사람이 억지로 “후손이
없으면 안된다”는 주장[無後之說]을 빌려서26) 그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우순(虞舜, 순임금)이 두 아내를 취했다거나 문왕(文
王)이 소성(小星, 첩)을 두었다는 일이나 “예기(禮記)”에 나오는 “첩(妾)을 둔
다”는 설명 등을 인용하여27) 그 사악하고 편벽된 욕심을 수식(修飾, 꾸밈)했
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제도가 오늘날 행해지지 않는 것이 몹시도 많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황제가 천자의 궁전[帝室]에 거처하지
만 그것이 흙 계단과 띠풀로 이은 지붕28)의 유풍(遺風)을 보여준다는 말은 듣
지 못하였으며, 옥축아첨(玉軸牙籤)29)이란 말은 들었지만 예전처럼 대나무

26)	맹자에 의하면 3대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후손을 두지 않아서 조상의 제사
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孟子》 離婁上; 孟子曰 不孝有三 無後爲大
[注] 趙氏曰 於禮 有不孝者三事 謂阿意曲從 陷親不義一也 家貧親老 不爲祿仕二
也 不娶無子 絶先祖祀 三也 三者之中 無後爲大.
27)	《書傳集註》 권1, 虞書 堯典; … 帝曰 我其試哉 女于時 觀厥刑于二女 釐降二女于
嬀汭 嬪于虞 帝曰欽哉 : 《孟子》 萬章章下; 堯之於舜也, 使其子九男事之, 二女女
焉.
28)	《唐書》 <薛收傳> 土堦茅茨 唐堯以昌 : 《後漢書》 <邊讓傳>; 思夏禹之卑宮 慕有
虞之三階 [注] 墨子曰 虞舜土階三尺 茅茨不剪(*순임금이 살던 집의 흙 계단은
겨우 삼척이었고 지붕을 이은 띠풀은 그 끝을 자르지도 않았다. 순임금의 궁전
이 매우 소박하고 검소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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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竹簡]이나 옻나무[漆片]에 글을 쓴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후세 사
람이 입게 될 손해와 이익 때문에 이미 일마다 예전 제도와는 몹시도 달라졌
지만, 예전 사람들이 행하던 일에서 어찌 한 두 가지 오늘날 정사(政事)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또한 순임금과 문왕의 후한 덕행과 풍부한 공적
을 한마디 말로 다할 수 없는데도, 다만 (순임금이)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
나 (문왕이) 소성을 두었다는 설명에만 그치고 있으니 어찌 (역사상의) 순임
금과 문왕이 (위대한) 순임금과 문왕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오로지 두 아내와
소성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순임금이나 문왕의 고
사나 예기의 말씀은 원래가 천주(예수)께서 강생(降生)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
이고 천주께서 강생하신 이후에는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도 반드시 천
주께서 정해주신 명령에 따라서 행하여야 올바르다고 할 것입니다.[乃貪婬迷
色之人 强借無後之說 以縱其私心 又引虞舜二女 文王小星 禮記娶妾等說 以文
其邪僻 獨不思古制之不行於今者甚多 皇居帝室 未聞有土堦茅茨之遺 玉軸牙
籤 不聞有竹簡漆書之舊 後人之損益 旣然件件遠逾於古 前人之行事 豈無一二
就政於今 且舜文之厚德豊功 一言不及 而止說二女小星 豈舜文之所以爲舜文
者 專在二女小星耶 况舜文之行 禮記之言 原在天主降生前 自天主降生後 一言
一行 必遵天主之定命而後可]
[C] 청컨대 보십시오. 역사상 승리한 나라가 남겨준 훌륭한 제도와 규범
마저 오히려 태평성세에도 감히 혼란스럽게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
늘날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한때 했던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천주께서 영
원히 내려주신 확정된 명령을 고치고자 하니 이는 순임금이나 문왕이 윤리를

29)	옥축(玉軸)은 “임금이 내리는 두루마리 문서”을 뜻하는데 그 문서의 종이를 감는
굴대(軸)가 옥으로 되어 있다. 아첨(牙籤)은 상아(象牙)로 만든 책갈피(籤)를 말
하는데 이것 또한 임금이 사용하는 고급 문방구이다. 《寒齋集》권1, <弘文館賦 幷
序> 玉軸牙籤 襄帙 殘編隻字 價直百璧 芸香 木天穹 雖蒼梧之野 不可一日而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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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사물을 관찰하여 정사를 밝게 펴고 조심하던 본래의 뜻과도 크게 다
른 것입니다.다시 “예기” 한 책을 살펴보더라도 (그 책에) 개록(開錄, 서술)되
어 있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조목에서 현재 준행되고 있는 것이 열 가지 중
에 두세 가지도아니되는데 어찌하여 유독 “첩을 취한다”는 한 조목만은 기필
코 받들어 행하여 오직 공손함을 다하고자 하는지요? “자식(아들)이 없어서
는 안된다”[無後之說]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맹자(孟子) 당시에 별도의 까닭이
있었기 때문이니30) 자구(字句)만으로 그 의미를 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약 과연 아들이 없는 것이 큰 불효(不孝)가 된다고 한다면, 곧 “효경(孝敬)”
내에 마땅히 다른 어떤 조목보다 먼저 서술하여 가르치고 경계했어야 할 것
이지만, 어찌하여 전 편을 통하여 그 (아들없는 불효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는지요?(사람들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31)와 같은 여러 위인(偉
人)들에게도 그 후손이 없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좋게 여겼으며, 송나라의 처사(處士)인 임포(林逋)32)는 항주(杭州)의 서호(西

30)	한글 고문본에 의하면, 맹자가 무후를 가장 큰 불효로 말한 대목(《孟子》離婁上;
孟子曰 不孝有三 無後爲大)은 그의 제자가 아내를 내보내도록[斷妻] 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31)	백이·숙제(伯夷叔齊)는 유가(儒家)에서 칭송하는 절의지사(節義之士)의 상징적
인물이다. 백(伯)과 숙(叔)은 장유(長幼)를 나타내는 말로서, 본래는 두 사람 모
두 은(殷)나라 고죽국(孤竹國: 河北省 昌黎縣 부근)의 왕자이었는데, 부왕이 죽
은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였으며,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왕
(紂王)을 토멸하자, 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
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고
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가 굶어죽었다. 《論語》<述而第七> …曰伯夷叔齊何人也
曰古之賢人也 [注] 伯夷̖ 叔齊, 孤竹君之二子. 其父將死, 遺命立叔齊. 父卒, 叔齊
遜伯夷. 伯夷曰:「父命也」 , 遂逃去. 叔齊亦不立而逃之, 國人立其中子. 其後武王
伐紂, 夷̖ 齊扣馬而諫. 武王滅商, 夷̖ 齊恥食周粟, 去隱于首陽山, 遂餓而死.
32)	임포(林逋)는 송나라 때 錢塘 사람으로 字는 君復, 諡號는 和靖先生이다. 박학
하고 詩書에 뛰어났으나 출사도 않고 결혼도 않았으며, 20년 동안 저자에도 나
가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西湖의 오두막 옆에 자신이 묻힐
무덤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며, 매화를 심어 아내로 삼고 학을 길러 자식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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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에 숨어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벼슬도 하지 않았는데도 조정(朝廷)과
재야(在野)의 여론이 모두 그가 깨끗하고 고귀하며 검소하고 결백하다고 칭
찬하였고 그의 사후에는 ‘화정선생’(和靖先生)이라는 시호(諡號)까지 붙여주
었으니 어찌 큰 불효를 저지른 사람을 이와 같이 찬송하였겠습니까?[請看勝
國遺規 尙不敢混行於昭代 今以前人一時之言行 而欲改天主永垂之定命 大非
舜文明倫察物 昭事小心之本意 再査禮記一書 所開冠婚喪祭之條 現在遵行者
十無二三 何獨於娶妾一條 必奉之惟謹 至於無後之說 係孟子當時別有所托 不
可以辭害義 若果無後爲大不孝 則孝經內 應該首先訓誡 爲何通部不言其罪 伯
夷叔齊諸人 明知無後 反稱美之 宋處士林逋 隱居杭州之西湖 不婚不宦 朝野共
嘉其淸高廉潔 死後 諡曰和靖先生 豈有大不孝之人 可如此讚誦耶]
[D] 마땅히 효도와 불효의 분별이 자식이 있고 없음에 있지 않음을 알아
야 할 것이니, 아버지를 시해(弑害)한 자는 아들이 있더라도 곧 어질고 양순
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효도를 다한 자는 아들이 없더라도 곧 부모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또한 아들이 있고 없음이 첩을 두거나 두지
않거나 하는 데에 있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비록 첩을 두어서 아들
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만약 (첩을 두는 것이) 가
정에 미치는 해악을 짚어본다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니, 남편과 아내가 반
드시 자주 반목(反目)할 것이며 처와 첩이 반드시 질투심을 일으켜 혹 첩이
낳은 아들이 은밀하게 처의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혹 처가 (첩의) 악독함을
감당키 어려워서 마침내 첩의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혹
처가 용납하지를 않아서 첩을 팔거나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처와
첩이 모두 아들을 둔 경우 각자가 (자기 아들만을) 감싸고돌아서 원수처럼 미
워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 형제 간에 숙질 간에 적자(嫡子)와 서자(庶子)간의

아[梅妻鶴子] 평생 은둔생활을 했다고 한다.《宋史》457, 《宋史新編》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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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嫌疑, 미워하고 의심함)로 인하여 여러 세대를 거치도록 원수가 된 경우
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종 틈이 벌어져 불화가 생기는 단서가 됨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행히도 태평무사한 것처럼 보여도 다만 욕설
을 퍼붓거나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혹 울거나 하소연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사람들은) 곧잘 가정을 다스림에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當知孝與不孝 不在
有子無子 弑父者 不因有子而卽仁良 盡孝者 不因無子而卽忤逆 又當知有子無
子 不在有妾無妾 縱使因妾而有 有非其道 若說到家庭之害 不可勝言 夫妻必多
反目 妻妾必起妬心 或妾生之子 私遭妻害者有之 或妻毒難當 竟遭妾害者 有之
或妻不能容 賣妾殺妾者 有之 或妻妾俱有子女 因各人護短 致生仇忿者 有之
或弟兄叔侄 因嫡庶之嫌 累世成仇者 有之 種種起釁生端在所不免 幸而太平無
事 止於誶語厲聲 或泣或訴 便稱治家有法]
[E] 비록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도 서로 꾸짖어 다툴 일이 없겠습니까마
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져 마침내 서로 헤어지거나 버리거
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고는 그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곧 올바른 도리를 지켜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훗날의 재앙이 닥치게 되므로 눈앞(당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심지어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리고 창녀나 기생
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집안의 아내를 멀리하고 교활한 남창(男娼)을 가까이
하기도 하니 못된 사람들의 이같은 성품은 짐승이나 새보다 훨씬 더 추악합
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리들이 또한 자식을 두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종종 예전의 일을
참고도 하고 오늘날의 사례에도 맞추어서 그 (특별한) 사정을 헤아리고 이치
를 따지게 되는데, 유독 첩을 취하는 한 가지의 일만은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
하여 이해득실(利害得失)을 살피지 못하니 (당사자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
니다. (다만)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잡념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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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꽉 들어찼기 때문이니, 곧 예전 사람들도 일찍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
지 않았는데 또한 스스로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습니
다.만약 내가 한 말을 망령된 증언이라고 여긴다면 예로부터 첩을 두지 않았
던 다수의 성인(聖人)과 현자(賢者)들은 모범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
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雖夫妻兩口 保無交謫之時 然恩愛惟成 終難割捨
異常之變 事出偶然 此則不遵正道 必致後災 眼下之多艱 猶爲小事 更有棄髮妻
而親娼妓 遠家室而近狡童 拂人之性 醜逾禽獸者 如此之類 亦因無後而然耶 人
於別事 往往酌古準今 揆情度理 獨娶妾一事 任意縱行不知利害 非不知也 驕奢
婬佚之念 塡滿於胸 卽古人未曾做過 亦不妨自我創興 若以余言爲妄証 古來多

少無妾之聖賢 不以爲法何哉]
[F] 사람이 경솔하여 언행을 흐리게 하면 받들어 권장하는 것도 불가능하
고 사랑하는 정을 다하고자 하여도 오히려 조각난 말만 늘어놓게 됩니다. 여
자를 세워서 첩으로 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니 안방에서 (남편만을)
섬기게 하면서도 노비와 마찬가지 부류로 여기니, 한때에 헛된 즐거움을 탐
하여 살아 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그 피해가 끝이 없으므로 곧 밝고 지혜롭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방도(方道)를 논할 때는 또한 마땅히 맹랑하게 처신해
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다만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위해 죽음
으로써 충성하거나 자식된 자로서 부모를 위해 죽음으로써 효도하는 자가 그
자신을 돌보지 아니함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천주께서 정해주
신 명령을 준수하여 이같은 사사로운 욕정을 잘라내 버리면 그 일이 비록 힘
들어도 죽음으로써 충성하고 죽음으로써 효도하는 일에는 비교할 (정도로 어
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황당하고 음난한 것은 만가지 악행의 으뜸으로
천명을 거스르게 되고도 또다시 으뜸되는 악행의 앞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니
그 음난한 자가 비록 마음속에 성실함을 보존하고자 하여 하루종일 끙끙거리
며 수고하더라도 오히려 그 두려워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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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저는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고 탄식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人輕言濁 奉勸無能 欲盡愛情 尙陣片語 立女爲妾 人所共知 服事內
房 與奴同類 爲貪片時之僞樂 身前身後 受害無窮 卽論明哲保身之道 亦不應孟
浪 至此 獨不見爲臣死忠 爲子死孝者 身且不顧耶 今爲守天主之定命 割此私情
事雖難 比不得死忠死孝 况荒婬 爲萬惡之首而逆命 更居首惡之先 彼克慾存誠
乾乾終日者 猶恐懼不遑 何有於不畏天主之人 我是以不得不泣血椎心 欷歔嘆
息以告之]

이상과 같은 『성세추요』의 내용에 대해서 홍정하는 다음과 같이 천주
교의 축첩비판과 그 근거인 일부일처제를 반박하였다.

① “천주께서 태초에 一男一女를 만들어 대대로 본받게 했다”는 주장
을 비판 : 만약 성경의 말씀처럼 태초에 一男一女만 있었다면 후세에 그
렇지 못한 무수한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반박한다. 이런
반박을 통해 천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유교적 명분에 따른 남녀차별과
축첩제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홍정하 자신은 1명의 처
만 있을 뿐이니,33) 자신을 변호하고 취첩(娶妾)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
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② “축첩(畜妾)은 남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아내의 도움을 잃게 한
다”는 주장을 비판 : “부부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夫婦有信), 축첩
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내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33)	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77~78쪽; 娶妾의 一事는 진실로 妻에
서 낳은 아들이 부모의 血氣를 전한다면 무엇이 괴로워 妾을 얻겠는가? 만일 色
을 貪戀하여 放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큰 잘못이다. 나는 성
품이 졸렬하고 병이 많아서 夫婦 밖에 다른 外道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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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대해서, 비록 첩이 여럿이라도 명분상으로는 원비(元妃)와 맞먹지
못하니 부부간 1:1 신뢰와 도움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다고 한다.
③ “성현의 예”로써 축첩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요임금, 순
임금에 각각 2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을 거론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이를
핑계 삼는다”고 한 비판에 대해서, 위대한 성인(聖人)을 함부로 거론함은
불경(不敬)이라고 반박하다. 또 “백이숙제(夷齊)가 결혼하지 않은 것과
송나라 처사 임포(林逋)가 결혼하지 않은 것 등을 예로 삼아 후손이 없는
것이 불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서양 선비에 대해, 백이숙제가 결혼
했는지 축첩을 두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임포의 사례는 그를 귀감
으로 보지 않기에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한다. 한편 요순의 경우에
는 제왕의 예로서, “첫째 위엄이 필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다. 둘째
후손을 번창하게 한 공적이 있다”는 등의 논거로 일반인들과는 다른 2가
지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궁중의 수많은 업무를 어찌 1명의
왕비로만 담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대궐 업무의 번다함을 예로
들기도 한다.
④ “천주강생” 전후로 축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에 대한 비판 : 천주
강생 이전의 요순시절의 축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천주강생 이후
천주가 정명(定命)을 내려서 일부일처를 지시한 이후에는 절대 축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서사의 주장에 대해, 천주강생 여부와 무관하게 이치
의 합당여부로 따져야 하며, 설령 천주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런 불합리(=불균등)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34)
⑤ “후손을 잇기 위해 불가피한 축첩”을 정당화함 : 첩을 조장하려는

34)	덧붙여서 홍정하는 “서사가 말하는 천주란 참된 천주가 아니라 예수다. 예수의
일은 나의 마음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어찌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78쪽)라고 하면서 “천주(성부)=예수(성자)=성
령”의 삼위일체설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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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후손을 두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이므로 이를 억지로
금지시키려는 것은 옳지 못한 독수(毒手, 악독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아
울러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도 후손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추가로 제시하
고 제사는 조상과 후손의 혼기(魂氣=神氣)가 상응하는 것이라고 부연설
명하면서 천당지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혼이 집으
로 돌아온다(返室)는 말은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손이 없어서 제
사도 못 지내고 신주도 안 만들어 귀신이 의지할 데 없어서 방황하게 해
서 되겠는가?35)라고 다시 후사(後嗣)와 제사(祭祀)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다.
⑥ 축첩을 반대함은 아녀자들에게 아첨하여 천주교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함 : 축첩은 유교적 명분(名分, 차별의 질서)을 부정하
고, 남녀평등과 반상평등(신분평등)을 선동하여 명분에 약한 상천(常賤)
과 여성(女性)을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고
반박하면서36) 축첩 금지는 후대에 계승되어야 할 삼강오륜을 갑자기 단
절시키는 ‘금수만도 못한 패악행위’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왜 축첩은
비판하면서 부녀가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 것은 비난하지 않는가? 라고
추가로 비판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일부일처제’에 대한 홍정하의 비판을 통하여 드러난
그의 천주교 인식의 수준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35)	이 구절을 통해서 홍정하는 유교적 사후관(死後觀)에서 인혼(人魂)의 ‘제한적 불
멸설’내지 ‘유한존속설(有限存續說)’을 주장하고 있음이 다시 드러난다.
36)	홍정하가 비판한 천주교리서 『진도자증』에는 다음과 같이 ‘인간평등’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진도자증』 제5장 敎 2, 敎之經綸; … 論平於人 … 蓋人乃同出一原
同爲一祖所生 共有是心而共有是向 故無論大小遠近富貴之不同 皆當以愛體之 …
샤바낙 지음, 유은희 옮김, 『진도자증』, 도서출판 순교의맥, 2013.11, 267쪽(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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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⑥의 비판에 대한 평가] - 민주화된 현대사회에서 축첩은 도
덕적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요, 불법행위다. 따라서 오늘날 관점에서 축
첩(=일종의 重婚)에 대한 판단은 명백하다. 다만 전근대 사회에서 남존
여비(男尊女卑)의 유교적 가부장제질서(家父長制秩序)를 유지하면서, 후
사를 이어 효도(孝道)한다는 명목으로 첩을 두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었을 뿐,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 축첩의 문제는 홍정하의 논리에 의하
면, 제사문제, 천주의 존재와 속성을 인정할 것인가 부인하는가, 또한 사
람이 죽은 뒤의 혼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만약 인정한
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
제이자, 천주교의 평등사상과 유교의 신분차별적 질서와의 충돌문제이
기도 함을 알 수 있다. 홍정하는 그 스스로 1명의 아내만 두었고, 다른 축
첩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적으로 변호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말에
서 그가 자손계승을 으뜸 효도로 생각하는 유교적 효도관에 충실한 유학
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그 스스로 축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에서 다른 이들의 축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은연
중에 엿보인다.

III . 맺음말
: 『성세추요』에 대한 인식 수준과 천주교 비판의 의미

홍정하의 『성세추요증의(盛世芻蕘證疑)』는 그가 체계적으로 반박한
다양한 서학 및 천주교 비판서의 한 종류이다. 본문 내용에서는 유교사
상의 핵심인 인(仁)과 천주교의 애(愛, 博愛, 兼愛)를 같은 차원에서 평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후에 곧바로 천주교가 유교적 가부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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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父長制) 중심의 수직적, 신분 차별적 윤리강상(倫理綱常)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천주교의 대군대부론(大君大父論), 제사무용론(祭祀無用論),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畜妾禁止) 등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따라서
이 책은 천주교의 교리 그 자체보다는 사회윤리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척사서(斥邪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본문 곳곳에서 천주교
의 4대교리 중에 상선벌악(償善罰惡)을 제외한 천주의 존재 및 천지창조,
강생구속, 삼위일체 등의 교리를 모두 부정하는 논지를 개진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홍정하는 이러한 척사서를 저술하여 그와 교유하던 정범조(丁
範祖, 1723~1801, 海左), 강준흠(姜浚欽, 1768~?, 三溟) 등에게 반천주교
사상을 전파했고, 특히 충주와 원주사이, 즉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지역 사대부들에게 큰영향력을 끼쳤다.37) 또한 그의 척사론은 19세기 이
후 20세기 초반까지도 기호와 영남 일대의 유림들이 척사론을 개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의 척사론은 천주교의 교
세가 평민과 천민들, 부녀자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분평등,
남녀평등 등 근대적 사상을 남녀차별, 신분차별의 중세적 봉건적 수직윤
리로서 비판하려한 데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한계점이 확인된
다. 다만 그의 당대인 조선후기에 가부장제 신분 차별적 수직사회를 유
지하면서, 후손을 낳아 조상의 제사를 잇는 것을 효의 큰 덕목으로 여겼
던 유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비판이었을 것이다.

(2018.05.22 투고 / 2018.06.12 심사완료 / 2018.06.12 게재확정)

37)	차기진, 『조선후기의 서학과 척사론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269~27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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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oor Cofucianist Holding no Office Hong Jeong-ha’s Criticism
and Understanding over the Catholic Catechism

during King Jong-jo’s Reign : Focusing on critical content
of the article Seongsechuyojeungyi

Won, Jae-yeon
Seongsechuyozeungyi, the Criticism against Seongsechuyo as Cath-

olic Catechism was written by Hong Jeong-ha who was a poor confu-

cianist holding no office in King Jeongjo’s Reign. There were 4 articles
of Anti-Catholicism in the book Daedongjeongro containing the article Seongsechuyozeungyi. In this criticism, he focused to criticise,

with a lot of spaces, the theory of Catholic monogamy which was
based on the thought of equality. And his criticism of Catholic Catechism Seongsechuyo came to refutting the critical theory against con-

fucian sacrificial rites. And next to that, disputting the Catholic theory

of God the great king and father. His criticism was for keeping the

confucian theory loyalty and filial piety and the three bonds and the

five moral disciplines in human relations holding a strong will of
sticking to them. The confucianist Hong adhered to the thought that
they should not have the same value between the Confucian Humani-

ty and the Christian Love, because of the reason that the catholicism
harms the confucianism. And he strongly denied the four most im-

portant Catholic Catechism such as the theory of God’s crea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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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 and earth, of the incarnation and the redemption of Christ Je-

sus for all people, and of the trinity, except the theory of rewarding
good deeds and punishing evil deeds. His writing of these Anti-Chris-

tianism has effected the critical ideas of Catholicism to scholars such

as Jeong Beom-Jo and Kang Joon-heum. And he took acquired very

famous effect that many confucianist agreed with it especially in the
region from Choong-joo to Won-joo in the same period, and showed

the standard opinion of Anti-Christianism to the confucianists in
Kyeong-sang province in the last Choseon dynasty. He insisted on the

prohibition of Catholicism, owing to it’s thought of equality of various

classes and of both sexes, spreading to the common and lowly people

and women. In this aspect we can distinguish his fundamental limites
of medieval feudalistic thoughts focused on the maintaining the confucian patriarchal system. But his realistic opinion was very natural

and useful in the aspects of Confucian viewpoints that the filial piety
was the very great virtue by succeeding the memorial ceremony for

his ancestors with respect and affection and that holding the inequal
state system of based on the patriarchy was essential in Choseon dy-

nasty.

 Keyword

Hong Jeong-ha, Humanity, Loyalty and filial piety, theory of Anti-Chris-

tianism, Seongsechuyozeungyi, equality among various classes, mono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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