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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셀프케어를 통한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 연구

권 봉 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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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

論文 抄錄
사람의 일생에서 광범위한 스트레스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통제 영역 안
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과 스스로의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문제들이 있다. 셀프케어는 개인 스스로가 스트레스와 같은 자
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발생 전에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나아가서
는 건강유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退溪 李滉(1501~1570)의 건강증진을 위한 셀프케어는 건강한 생활에 대한
기대 결과를 갖고 계획된 건강생활 프로그램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퇴계는 신체적 측면에서는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去病延壽六字訣, 신
체 유연성 증가를 위한 體操導引, 정신적 측면에서는 中和湯과 和氣丸을 적용
하였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養生法과 治心을 실천하였다. 퇴계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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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현대적 개념의 셀프케어 차원으로 활용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입원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장애의 문제로 입원을 하면서 일
상생활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
한 아동의 반응은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별 과업 성취 정도, 통증이나 시술
등을 통한 과거 경험, 급성이나 만성의 질병 유형과 심각성, 대처기전이나 지
지체계에 따라 대처력 정도에서 개인적 차이를 나타낸다. 입원아동의 스트레
스 대처력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입원아동의 신체 및 정신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치료 계획과의 균형을 맞춘
아동 생활 프로그램, 스트레스 대처 이론에 근거한 인지적 행동 치료 프로그
램 등이 있다.
간호중재에 적용되는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제시된 것은 행동
의 변화를 통한 대처, 인지적 차원의 해결 방안 설계, 감정 관리, 새로운 정보
탐색, 영적지지 그리고 스트레스원의 변화 등이다. 입원아동이 현대사회에서
입원이라는 특수 상황을 경험하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대처력
향상 방법으로 제시된 대처전략과 동등한 차원에서 퇴계의 셀프케어 적용이
논의되었다.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한 가지 방
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퇴계의 셀프케어 탐색 결과는 인식의 성립과 인식과정
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그 분석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 간호중재 프로그
램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퇴계, 셀프케어, 간호중재, 입원아동, 스트레스, 대처력

Ⅰ. 서론
아동기에 경험하는 입원은 아동의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과 가족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입원아동은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 낯선 장비, 무
시무시한 광경과 소리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그리
고 아동과 가족 모두 일상생활을 방해받으며 평상시의 대처력을 시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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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1) 아동은 출생 시부터 양육자와 함께 가족중심접근에 따른 돌봄
을 받으면서 교육을 통해 성장발달의 과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개별적
생명체이다. 한국의 아동간호학에서는 대상자인 아동이 출생 후부터 18
세까지를 포함한다. 사람의 일생에서 아동기는 출생 후부터 특징적으로
변화하는 성장발달 단계별로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
기 그리고 청소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발달단계별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영아기에 분리불안과 낯가림, 유아기에는 자기 통제력 상실, 학
령전기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 학령기에는 프라이버시 박탈과 가족
및 친구와의 분리,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의 상실로 대표된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입원아동은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아동기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스스로 자신
을 돌보는 셀프케어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간호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인 사람의 건강과 간호 그리
고 그가 처한 환경을 메타패러다임으로 하여 이론을 전개한다. 아동기
동안에 입원의 스트레스 요인은 분리, 통제력 상실, 신체손상 및 통제력
등이다.2) 입원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간호문제는 다양
하다. 환경적으로 분리를 경험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신체적 문제로 신체 손상과 통증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인관계 문제 등이 있다. 입원아동의 간
호는 입원아동 및 가족의 의사소통, 입원아동에 대한 간호중재, 퇴원간
호로 구성된다. 아동이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은 아동의 분리 및
이전의 입원경험, 물리적 환경변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아동의 선
천적 또는 후천적 대처기술, 진단된 질병의 심각성 및 활용이 가능한 지
지체계 등에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 대처하면서 성장하고 발

1) 김영혜 외, 최신 아동』건강간호학(2020, 수문사), p.327.
2) 김영혜 외, 아동간호학 각론』(2018, 현문사),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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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각 사람은 독특한 자신만의 이성과 감성적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사회는 환경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현대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데이터의 연결을 기반으로
‘초연결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즉 현대사회는 사람이 가진 지식
과 사물, 사물에 대한 지식과 지식기반 데이터가 형성한 사물인터넷, 인
공지능, 가상현실 등 정보 지능 서비스 교류가 중심이 된다. 또 다른 측
면에서 현대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는 조직사회,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경쟁사회, 서로
다른 가치관을 주장하는 다원화사회, 그리고 전자통신기술 발달과 관련
된 가상사회 등으로 열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식에 기반을 둔 인간관
계는 정확하고 명료하기는 하나 친밀감이나 온기가 결여가 되어 기계적
이고 사무적이면서 감정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를 간과할 수 있다. 이때
형성되는 불편한 감정적 변화나 바람직한 방향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말
과 행동은 감성적인 따뜻함이 상실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의도하지 않은 인격적 상처를 주고받으며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자신과 타인의 심신이 질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병원에 입원하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경험
하면서 원하지 않아도 질병 회복 및 치유를 위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을 하게 마련이다. 입원아동
이 양육자나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나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
서 아동이 자신만의 대처력을 확대하고 향상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은 입원아동을 위한 안전관리의 일환
으로 간호 활동에 포함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입원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대처력 부족의 어려움
이나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퇴계를
비롯한 聖賢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통해 담론분석적 입장에
서 입원아동을 위해 연구된 논문은 드물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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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일상생활과 단절된 입원이라는 특수 상황을 경험하고 그 스트레
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대처력 향상 방법으로 퇴계의 셀프케어 적용
을 입원아동 간호중재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탐색적 노력
으로 담론분석적 연구의 필요성이 가능함을 알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입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
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처력 향상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퇴계의
셀프케어를 적용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를 담론분석적 방법으로 탐색하
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퇴계의 셀프케어의 원형을 통해 입원아동의 스
트레스 대처력 향상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Foucault(푸코)의 담론질서에 근거한 담론분석적 이
론에 기반한다. Foucault의 담론질서에 근거한 담론분석적 연구는 지식고
고학적 입장에서 지식고고학에 대한 인식의 성립과 인식과정을 중심으
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담론의 질서에 따른 분석적 이해를 바탕
으로 입원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탐색적 질적
연구이다.

Ⅱ. 퇴계의 셀프케어
1. 퇴계의 셀프케어 탐색
퇴계 이황(1501~1570)은 스스로 돌보는 행위의 중요성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후학들에게 전수하였다. 제자인 李德弘이 스승
인 퇴계에게 직접 듣고 진술한 내용은 이러하다. “내가 젊었을 때에, 이
학문에 뜻을 두어 낮에는 쉬지 않고, 밤에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고치기 어려운 병을 얻어서 마침내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학자들은 모름지기 자기의 기력을 헤아려서, 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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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며, 때와 곳을 따라 자기 몸을 살피고 체험
하여,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몸을 돌보지
않고) 공부하여, 병까지 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3) 라는 것이다.
셀프케어는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셀프케어
는 자신의 두뇌, 심장 그리고 몸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며 건강을 관리하
는 것을 의미하면서4), 현존하는 상태에서 미래를 향해 성장발달하고 변
화하는 자기를 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퇴계는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인 환경과 조화
시키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기돌봄을 실행하였다.
퇴계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갈등을 체험하였고 그 고통과 갈
등이 만들어 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매뉴얼
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실천을 통해 문제해결에 근접하였다. 그리
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자각하였다. 朱
權의 활인심을 바탕으로 筆寫한 매뉴얼을 스스로의 힘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운용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치유할 수 있는 셀프케어를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의 셀프케어의 시간 단위는 하루를 기준으로 실행하였으며 공간
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였다. 퇴계는 신체
적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오늘날 호흡운동에 해당하는 去病延壽
六字訣로 심폐 기능 강화 작용이 있는 호흡법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실행하였다. 근력운동으로는 매일 이른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體操導引을 실천하였는데, 그 매뉴얼은 고전을 바탕으
로 퇴계가 직접 그림으로 그린 것이 포함된다. 체조도인은 오늘날 스트
레칭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으로 신체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면서 혈액순
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운동에 속한다. 영양관리는 小食과 菜食 중심으
3) 민족문화추진회 편, ｢언행록｣, 국역퇴계집(민족문화추진회, 1976) Ⅱ, p.221.
4) Suzy Reading, The little book of self-care(Octopus Publishing Group Ltd. 2019),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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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단관리를 하였다. 이유는 소화장애와 같은 섭식 후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식사 중에는 리듬이나 음률을 음식의 섭취와
흡수와 배설을 담당하는 위장관계의 신체활동과 결부시켜 언급하였다.
식사 중 잔잔한 음악을 감상할 것을 권장하였고, 식사 시간을 즐기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언급하였다. 정신적 건강증
진을 위해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내면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思
無邪, 行好事, 莫欺心, 行方便, 守本分 등과 같은 30가지 의미 있는 문구
로 이루어진 中和湯과 和氣丸으로 불리는 忍 한 글자를 심리적인 안정
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회적 건강증진 활동으로 養生法과 治心을
실천하면서 전체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생활화하였다. 양생법과 치심은
혼자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 규범으로도 매우 중요함을 말하였다.

2. 퇴계의 셀프케어와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에 대한 고찰
퇴계의 셀프케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기돌봄으로 대별 되었다.
퇴계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된 셀프케어는 현대인에게도
알리고 실천 방법을 현대화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의 매타패러다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대 간호과학에서 거론하는 메타패러다임의 개념은 사람, 건강, 환경
그리고 간호의 네 가지 범주를 말한다.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이란 간호에
관해 이론적으로 가지는 공통특성의 틀이나 체계를 말한다.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에 포함된 네 가지 개념은 각기 서로 다른 이름을 가졌으나 전
체 간호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각 개인
의 건강은 주변 환경을 포함한 전체의 건강 속에 포함되어 있다. 개인과
사회구성원 전체는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생각하면 사람, 건강, 환
경 그리고 간호는 넷이면서 하나의 큰 묶음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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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과학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화하고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
게 되었는가? 사람의 몸은 물질의 변화과정과 결부시켜 설명이 진행되
고 있지만, 마음은 외부적인 변화와 증거를 중시하는 과학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간호학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는 이론가들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보고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사회적 환경의 구분을
바탕으로 환자의 돌봄을 시도하면서 간호의 틀을 세우고 간호교육으로
체계화한 나이팅게일의 환경이론, 간호와 관련된 개념을 바탕으로 간호
이론개발의 초창기에 활약한 페플라우의 대인관계모델이 있다. 그리고
오랜 실무중심의 간호개념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체계가 이분
화되는 과도기에 간호와 돌봄의 철학을 제시한 왓슨의 돌봄이론은 여러
이론 중에서 기존의 이론적 틀을 바꾼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의 변환기
적 세 이론을 중심으로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면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5)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환경이론을 주장한 나이팅게일에 의하면 사람
으로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는 질병에 대해 천부적으로 자기정화적인
회복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주변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파악하
였다. 대인관계모델을 제시한 페플라우는 환자와 의존성의 개념을 결부
시켜 간호를 설명하고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환자가 간호를 받는
첫 단계에는 간호사와 전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환자의 치료
가 진행되고 상태가 호전되는 회복 정도에 따라 독립적인 활동이 증가
된다. 그리고 간호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 회복기에는 간
호팀의 도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존재로 변화됨을 말하였다. 페플라
우에 의하면 환자란 심신의 독립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평
형상태에 살고 있는 한 개인으로 보았다. 돌봄이론을 발표한 왓슨은 환
자 역시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별성을 가진 개인으로 보았다. 그
5) Ruby L. Wesley 저, 김명애 ․ 고성희 역, 간호이론(현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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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가치가 있고, 돌봄을 받고, 존경받고, 양육되고, 이해되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설명하였다.
모든 사람은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건강에 대해서 나이팅게일은 환자 개인이 최대한으
로 역량을 발휘해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본래의 상태로 생존하는 과정
으로 간주하였다. 페플라우는 각 개인이 대인관계 과정을 통하여 인격을
향상시키며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왓슨은 건강이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 상태이므로 각기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
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단지 질병이나 불구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임을 말하
였다. 왓슨의 정의는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건강에 대한 정의
와 가장 근사한 정의로 볼 수 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로 표현된다.
환경은 나이팅게일 이론의 토대가 되며, 개인의 삶과 성장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외적인 조건과 힘을 말한다. 페플라우는 간호사-환자 관계
의 변화측면을 대상으로 모델을 설정하면서 병원이나 치료를 위한 환경
외에 별도의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인관계
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환경에서 각 사람은 서로의 가치와 문화를 배려
하며 존재해야 하므로 인위적 환경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왓슨은 환경이란 모든 영향력을 포함한 사회 문화적 힘을 기반
으로 형성되는 배경적인 측면을 말하였다. 환경은 각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로 개인이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터전이기도 하다.
간호에 대해서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나이팅게일이
간호라고 주장한 것은 의학과 구분되는 전문분야로 공기, 빛, 보온, 청결,
적절한 식이 제공과 안정을 통해 최적의 환경을 보전해서 환자인 개인
이 본래의 건강상태로 회복이 촉진되도록 돕는 것이다. 페플라우는 간호
를 단계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각 개인이 회복촉진에 관련된 사람들

16 退溪學論叢 第37輯

과 치료적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증
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왓슨이 주장한 간호는 과학적인 간
호과정을 간호의 돌봄과정으로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회복, 건강증진,
고통경감 그리고 질병예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간호란
대상자 스스로가 자기인식과 자기치유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
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간호는 자기를 발견하여 자기
돌봄과 외부적 돌봄이 필요한 타인을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체
계적으로 돕고 간호제공자인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다.
퇴계는 사람에 대해서 학문을 하는 스스로 겪었던 병고와 체험을 바
탕으로 서술하였다. 퇴계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통
증의 변화에 해당하는 과정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이와 같이 기술하였
다. 즉 “나는 항상 오래된 병에 얽히어 괴로워하며 비록 산에 거처한다
해도 책을 읽는 데만 전적으로 뜻을 둘 수 없었다. 깊은 근심을 조식하
고 나면 이따금 신체가 가뿐해지고 편안해진다. 심신이 깨끗하게 깨어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면 감개가 그에 이어진다. 그러면 책을 물리
치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 헌함에 서서 연못을 완상한다.…(중략)…마음
내키는 데로 가서 자유롭게 노닐다 보면 눈 닿는 곳마다 흥이 인다. 경
치를 만나면 흥취가 이루어지는데 흥이 극에 달해 돌아온다. 그러면 온
집이 고요하고 도서는 벽에 가득하다. 책을 마주하고 잠자코 앉아 조심
스레 마음을 가다듬고 연구 사색하여 왕왕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만 하
면 다시 기뻐서 밥을 먹는 것도 잊는다.… (중략)…오늘 이렇게 하고 내
일도 또한 이렇게 할 것이다.”6)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내용은 자연환경
이 건강관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활용하였던 증거이다.
따라서 퇴계의 셀프케어는 현대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인 사람, 건강,
환경, 간호인 자기돌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담론분석적인 차원에서
간호중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6) 이황 지음, 이장우 ․ 장세후 옮김, 도산잡영(을유문화사, 2005),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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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
1. 아동기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유기체가 생물체로서 생존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중
압감이며, 인간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인내로 수용해야 한다. 오늘날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은 다양하다. 자연
재해에 의하거나 인간의 욕망이나 부주의 등에 의해 일어난 재앙적 사
건들, 개인과 전체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이는 사소한 문제들에서 걷잡을 수 없도록 돌변하는 난제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7)
사람의 일생에서 아동기는 신생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이다. 아동은
성장발달 과업을 완수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발달단계별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된다. 신생아기에는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징후로 생리적 불안정,
호흡기에서는 빈호흡, 무호흡, 헐떡거림, 한숨 등이다. 피부계에는 반점
과 홍조, 내장기에서는 딸꾹질, 구토, 질식 등이 나타나고 자율신경계에
는 진전, 깜짝 놀람, 연축이 나타난다. 그 밖에도 자세조절 부족, 수면과
각성상태의 분열된 질 저하, 동시에 한 가지 이상 자극이 있을 때 나타
나는 스트레스 징후가 있다. 영아기에는 분리불안, 낯가림,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시술, 움직이지 못함, 수면박탈과 과잉감각 등이 있다. 유아기
에는 영아기부터 시작된 분리불안의 지속, 자기통제력 상실, 움직이지
못함,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시술, 몸의 손상 또는 변형, 이동에 대한 공
포가 대표적이다. 학령전기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분리불안과 버림받
음에 대한 불안, 돌봄 제공자가 없는 상태로 혼자 있는 것, 자기 통제의
상실, 몸의 손상 또는 변형,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시술 그리고 어둠과
괴물에 대한 공포가 있다. 학령기에는 신체 기능 통제의 상실, 프라이버
7) Linda Brannon, Jess Feist 지음, 한덕웅 외 옮김, 건강심리학(6판, 센게이지러
닝코리아, 2012), pp.158-168.

18 退溪學論叢 第37輯

시의 저해, 신체 기능 조절의 상실, 신체 손상, 가족 및 친구와의 분리,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시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청소년기 입원아
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통제의 상실, 신체상의 변화, 신체의 결함, 장애,
죽음에 대한 공포, 또래 집단과의 분리, 프라이버시와 정체성의 상실이
있다. 아동기 발달단계별 연령과 스트레스는 <표1.>과 같다.
<표1.> 아동기 발달단계별 연령 및 스트레스
발달단계

연령

스트레스

신생아기

자율신경계 징후로 생리적 불안정, 호흡기계 징후로 빈호
흡, 무호흡, 간헐적 무호흡, 헐떡거림, 한숨 등, 피부계 징
출생 ~
후로 반점과 홍조, 내장기계 징후로 딸꾹질, 구토, 질식
1개월
등, 진전, 깜짝 놀람, 연축, 자세조절 부족, 수면과 각성상
태의 분열된 질 저하 등

영아기

1 ~ 낯가림, 분리불안, 제한된 움직임,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12개월 시술, 수면박탈, 과잉감각 등

유아기

분리불안의 지속, 자기 통제력 상실, 움직이지 못함, 고통
13 ~
스럽고 침습적인 시술, 몸의 손상 또는 변형, 이동에 대한
36개월
공포 등

학령전기

4 ~
6세

분리불안과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 돌봄 제공자가 없는
상태로 혼자 있는 고립감, 자기 통제의 상실, 몸의 손상
또는 변형에 대한 두려움, 침습적 시술, 어둠과 괴물에 대
한 공포 등

학령기

7 ~
12세

신체 기능 통제의 상실, 프라이버시의 저해, 신체 기능 조
절의 상실, 가족 및 친구와의 분리,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시술,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청소년기

13 ~
18세

통제의 상실, body image의 변화, 신체의 결함에 대한 두
려움, 장애나 죽음에 대한 공포, 또래 집단과의 분리, 프
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분노, 정체감의 상실 등

2. 입원아동에 대한 간호와 스트레스 대처력
입원아동의 간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Alice
K. Varani 외의 COVID –세계적인 유행병 기간 동안 입원아동을 위한

퇴계의 셀프케어를 통한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 연구 19

방문객 제한의 장점과 위험성에 관한 것이 있고,8) Stephanie A. Esses 외
는 집중간호 후 증후군으로 입원한 아동의 부모를 위한 교육적 간호중
재를 연구하였다.9) 유소연 외는 아동 병동 간호사와 입원아동의 어머니
가 인식한 간호의 질 비교 연구가 있고,10) 윤수진과 노준희는 아동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자기효능감이 입원아동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를 하였다.11) 한지희는 입원아
동 안전사고에 대한 간호관리활동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안전사고
와 관련된 외생잠재변수와 내생잠재변수로 나누어 가설적 모형을 설정
하고 검증하였다.12) 김미라는 입원아동의 건강문제와 동반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겪는 신뢰경험에 대한 연구로 가족중심적 접
근의 입원아동 간호중재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였다.13) 권봉숙은 입원아
동의 새로운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연구를 하여 간호중재안의
확대를 모색하였다.14) 최미영은 입원 환아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입원환아 간호에 대한 부모참여의 개념을 탐색함으로
써 아동간호 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부모의 참여개념을 분석
8) Alice K. Virani et., Benefits and Risk of Visitor Restrictions for Hospitalized
Children During the COVID Pandemic(Pediatrics, 2020) Vol.146 No.2.
9) Stephanie A. Esses·Sara Small·Ashley Rodemann ․ Mary E. Hartman, Post-Intensive
Care Syndrome: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2019) Vol.28 No.1, pp.19-27.
10) 유소연 ․ 김예영 ․ 조해련, ｢아동병동 간호사와 입원아동 어머니가 인식한 간
호의 질 비교｣, 아동간호학회지(아동간호학회, 2018) Vol.24, No.4, pp.373382.
11) 윤수진 ․ 노준희, ｢아동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자기효능감이 입원아동 부
모와의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가정간호학회지(가정간호학회, 2018)
제25권 제1호, pp.15-24.
12) 한지희, ｢입원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간호관리활동 구조모형｣(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3) 김미라, ｢입원환아 어머니의 아동간호사와의 신뢰 경험｣(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7).
14) 권봉숙, ｢입원아동 대인관계의 담론적 접근｣, 대동대학교 논문집(대동대
학교, 2015) 제22집,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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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15) 오진아와 이자형은 학령기 입원아동의 자아존중감증진 프로
그램 개발 및 효과를 연구하였다.16) 임미해와 오진아는 입원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중심 순회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17) 오진아는 학령기 아동
에게 있어서 입원은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유지시켜 주었던 일
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질병과 치료에 따른 고통과 염려로 불안과 스트
레스를 가중시키는 사건으로 보았다.18)
입원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발달단계,
과거의 경험, 질환의 유형 및 대응기전이나 사회정서적 지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입원아동이 경험하는 발달단계별 스트레스 대처력 또한
다양하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공통점을 보면 신생아기에는 출생직후 생
리적 상태조절력으로 이겨나간다. 영아기에는 수면과 각성상태의 주기
상태를 조절하거나 식습관 변화, 과도한 보챔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겨내
려고 반응한다. 유아기에는 부모가 침대 곁을 떠나면 울거나 억지로 똑
바로 눕히면 겁을 내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유아기 아동은 입원과 관련
된 통증은 처벌로 여기고, 부모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
하게 여기면서 스트레스에 대응해 나간다. 학령전기에는 환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귀신과 괴물을 무서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영구적으로 몸에 관을 삽입할까 두려워하고 회피, 투사, 공격성, 퇴행
등을 스트레스 대응 방식으로 활용한다. 학령기에는 환경에 대한 민감
성을 증가시키고 자신과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기억한다. 청

15) 최미영, ｢입원 환아 간호에 대한 부모의 참여 개념분석｣, 아동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 2014), pp.105-112.
16) 오진아 ․ 이자형, ｢학령기 입원아동의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
과｣, 아동간호학회 학술대회논문집(아동간호학회, 2004) Vol.10 No.4, p.460
-467.
17) 임미해 ․ 오진아, ｢입원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중심 순회의 통합적 고찰｣, 아
동간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아동간호학회, 2014) Vol.2014 No.6, p.122.
18) 오진아, ｢학령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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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에는 부정, 퇴행, 회피, 주지화, 투사, 보상을 나타내면서 스트레
스 상황에 대응한다.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에게 알맞게 적응하는 것을 대처라고
할 수 있다. 대처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원을 제거하고
특정한 어떤 사건이 스트레스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피할 수 없
는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기르고, 휴식이나 안정성을 구하는 노력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력은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19)
아동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상호배타적인 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력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구
체적인 범주로 보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공격적 행동, 자신을 스스로
스트레스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도망 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회피, 무생
물에 집중하거나 동물과 활동하거나 혼자 놀기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키
는 행동적 주의 분산, 일어나는 상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면서 인지하
지 않으려는 인지적 회피, 시각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면서 인지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인지적 주의 분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자신
을 스스로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인지적 재구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울거나 표정 등을 통한 감정표현, 스트레스원에
수용하면서 참거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인내가 있다. 더불어 스트레스원
의 정보를 수집해서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접근하려는 정보탐색, 특별한
장소 등으로 옮겨가서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려는 고립행동, 인지적으로
나 행동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자기통제행동, 절대적인 존재나 현실
적 차원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호소하려는 영적지지, 상황을 바꾸거나
타협이나 협상 등을 통한 스트레스원의 변형 등이 있다. 만성 또는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아동의 대처행동에 대한 고찰에서 입원아동의 대처전
략은 아동기에 습득한 대처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19) 다사카 히로시 지음, 장은주 옮김, 인간력(웅진지식하우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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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계의 셀프케어를 통한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
퇴계는 인간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정신적인 세계를 전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의지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현실을 자각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과학적인 관점에서 거론하는 스트
레스에 직면하여 퇴계는 어떤 대처를 하였는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사람의 생존활동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면면히 지속되고
있다. 퇴계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과 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통해 세상
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강증진 활동을 자각하면서 다양하
게 노력을 하였다. 퇴계가 스스로 프로그래밍 하여 실천한 건강증진 활
동은 오늘날 과학적 건강증진 활동과 다르지 않았다.
퇴계는 병약한 심신을 돌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
보는 활동을 체계화시켜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였는가? 퇴계는 신체적으
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퇴계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이
당당하고 떳떳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을 자각하면서 심신의 건강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혼
자서 하는 일이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하는 일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痛感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퇴계는 일찍이 인간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깊이 탐구
하면서 오늘날 건강증진에 해당하는 신체, 정신 그리고 사회적 건강상태
를 향상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다방면으로 시도하였다.20) 퇴계가 실천한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은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건강상태를 향상하기 위
하여 적용 가능한 과정이고 활동인가?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
서 스스로 하느냐, 타율적인 지시나 지도에 따라 하느냐에 따른 최종 결
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의 지속
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 권봉숙, ｢퇴계의 건강증진 담론｣, 퇴계학논총(퇴계학부산연구원, 2015) 제
26집,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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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 1985년 정립한 건강증진의 개념은 ‘개인이나 지역
사회로 하여금 건강 결정인자들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향상하는 과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는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이 법은 국민에
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음도 밝혔다.21)
퇴계가 실천한 건강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은 현대적인 건강증
진 실천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 퇴계는 스스로 병약한 신체를 자각하고
인간의 건강에 대하여 깊이 고뇌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신체가 복합구
조물이듯 인간의 개인적 생활 역시 복합적임을 자각하고 깊이 성찰함으
로써 인간생활에 대한 통찰을 하였다.
입원아동은 예상했거나 예상치 못했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준비의
부재로 예측 불가능한 불안과 정서적 위협을 받게 된다. 대처력이란 개
인이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내ㆍ외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
인지 반응이나 행동 반응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대처력을 통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다.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예상하지 못한 입원이나 계획된 입
원 상황은 아동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면서 대처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입원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입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지
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모하게 된
다.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 다양할수록 스트레스
는 감소하여 대처력이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
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주관적인 감각으로 두통, 숨가쁨,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행동 장애로는 울음, 떨림, 과식이나 소식 등이
대표적이다.22)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적절한
2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3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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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하면서 다음 동작을 결정해야 한다.
퇴계가 스스로 허약한 심신을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심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확
인이 된다.
첫째, 신체 건강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호흡
운동,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걷기 운동과 명상, 신체 유연성 증
진을 위한 관절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세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공
급과 신체 조성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도 있는 소식과 채식의 음
식 섭취 방법을 실천했다.
둘째, 원활한 정신 건강생활을 위해 하루 단위로 매일 생활 수칙을 실
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태도는 언제 어디서
나 항상 居敬하는 자세를 품고, 이치를 궁구하여 참된 자아 발견을 통한
통찰적 지혜로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하였다. 이른 아침마다 퇴
계가 바른 자세를 취한 후 큰 소리로 心經을 낭독한 행위는 과학적으
로 호흡기를 비롯한 신체 전체를 맑은 기운으로 진동시키는 효과가 있
어 신체와 정신 활동을 활성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회적 건강증진 활동으로 대인관계는 예법과 도리에 맞게 실
천할 것을 말하였다. 퇴계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사
람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수용성을 활용하였다. 개인적 환경에서 주어
지는 모든 관계를 수용하면서 긍정적으로 허용하였다.
퇴계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본을 보여준 활동은 간호학적 관점에서
자기돌봄 또는 셀프케어의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퇴계의 건강증
진을 위한 실천 행위는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구체적인 아동기 셀프케어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퇴계의 건강증진 활동은 셀프케어의 전문적인

22) Thompson, H. L., The stress effect: Why smart leaders make dumb decision –
and what to do about it(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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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리모델링 하여 개별화된 건강증진 활동 및 스트레스 대처
력의 간호중재안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Ⅳ. 간호학적 전망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을 위한 간호중재를 포함한 간호과정은
연령별 성장발달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첫째 단계인 신생아기는 출생 후부터 4주간으로 이 시기에는 부모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신생아를 양육하도록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단계인 영아기에는 입원환경을 고려하면서 부모가 함께 있도록
격려하고 영아의 수면습관을 비롯한 일상 생활습관을 정립시키도록 한
다. 그리고 최대한 바른 생활습관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 조성과 동시에 과도한 자극을 최소화한다.
셋째 단계인 유아기에는 입원기간 동안 제공되는 검사와 시술 시 부
모가 유아를 무릎에 올려놓도록 허용하면서 유아에게 선택권을 준다.
처방에 따른 국소마취 또는 처치 전 진정을 실시하고, 발달수준에 맞는
소통가능한 언어로 시술을 설명한다. 야간에는 심리적인 두려움, 불안,
공포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명을 제공한다.
넷째 단계인 학령전기에는 선택권 부여의 폭을 넓히면서 부모가 함께
생활하도록 격려한다. 모든 시술에 대한 설명을 아동이 알아들을 수 있
는 쉬운 용어로 제공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거나 손전등을 제공한다.
다섯째 단계인 학령기에서는 부모가 입원아동과 함께 하면서 아동에
게 선택권을 준다. 모든 시술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면서 위험요인을 제
거하고 안심을 시킨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또래들과 소통하
도록 한다.
여섯째 단계인 청소년기에는 입원한 청소년을 간호과정에 포함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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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획 수립이나 진행절차에 직접 참여를 시키거나 참여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를 제공한다.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야
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모든 시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부모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또래들과 소통하도록 격려한다.
입원아동은 주어진 병원의 환경적 영향을 받으면서 의료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이 입원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Brady는 만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학
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 간호사의 이미지를 그림이나 일러스트로 작
성하도록 하였다.23) 학령기 아동들은 주사기를 들고 있는 간호사나 자신
의 고통을 들어주는 간호사의 그림 등을 그렸다. 입원아동의 관점에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인터뷰를 통하여 묘
사한 내용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에서 도출된 훌륭한 간
호사의 요건은 의사소통 능력, 전문가적인 유능함, 안전성, 전문가적인
모습과 미덕이었다.
Ryan-Wenger 와 William Gardner는 간호의 질과 가치에 대한 연구
에서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은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이용 그리고 전문
가적인 결정 등을 보면서 입원아동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으
로 예측될 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24) 그러므로 이 논문
은 입원아동과 생활하는 간호사는 아동을 단순히 간호의 대상자로 보기
보다는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서의 입원아동에게 병원 간호에 대해 시의
적절한 반응이 요구됨을 알아야 함을 깨우쳐 준 것으로 이해된다.
간호사와 유사하게 병원 조직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23) Brady, M., Hospitalized Children's views of the good nurse, Nursing ethics(SAGE
Publications, 2009) Vol.16 No.5, pp. 543-560.
24) Ryan-Wenger, N.A., Gardner, W., Hospitalized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Quality and Equity of Their Nursing Care,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 2012),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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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서도 어린 아동 환자를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미미하지만 지속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어느 병원에서 윌리암 스
타이거는 무릇 의사는 마틴 부버가 말한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를 대하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많은 병원이나 클리닉에
서 행해지고 있는 객관적 테스트라든가 검사에서 환자를 인격체로 관계
를 맺기보다는 ‘직무적인 관계와 사물’의 관계처럼 인격적 교류가 결여
되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칼 사이몬튼 등은 환자의 증상이 검사를 통
해 명료하게 판정하기 애매할 때 필요한 것은 진실로 깊은 인간적 통찰
이고 ‘나와 너’의 관계인 것이다.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진심이고, 그 심정이 환자에게 전해진 다음에 검사가 행해져야 한다.’ 라
고 하였다.25) 간호사 역시 입원아동을 대할 때 아동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그런 뒤에 입원절차를 진행하면 아동은 안도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입원아동은 최대한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면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인과 보호자의 도움 외에도 자기돌봄을 향상하도록 하는 생활습관
을 개선하고 질병과 건강을 관리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아동의 입원으
로 인한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새로운 병원생활의 적응을
돕고, 질병과 그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도록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제공자는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아동의 발달단계별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아동이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
응하고 대처하는 기존의 대처력을 조사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입원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력이 확인되면 보조적으로
필요한 지도나 코치 형태의 간호중재안을 내어 간호를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스트레스 대처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장발달 방향으로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간호중재를 확장하는 것이다. 입원아동이 스트
25) 칼 사이몬튼 외 지음, 박희준 옮김, 마음의 의학(정신세계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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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전략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행동적 노력이다.26)
인간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출생 시부터 선천적으로 대응하
는 체계로 형성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영유아기와 아
동기에 학습을 통해 형성되면서 성인기까지 일생을 관통하면서 이어질
수도 있다. 간호의 기본목적은 건강유지,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고
통경감이다. 스트레스 대처전력은 간호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
양한 점에서 공통 관심사로 접근하면서 이해될 수도 있다. 현대생활에서
입원아동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셀프케어의 간호학적 의미와
관련시켜 확인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아동기 스트레스 대처력은 발달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선천적으
로 타고난 자원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면 아동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자
발적 반응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발적 반응으로 울음이나
버둥거리는 몸부림은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임을 알리는 것이다.
둘째 후천적으로 영유아기부터 인지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에서 주변
환경과 양육자, 대인관계를 하는 주변인들로부터 학습하는 것이다.
셋째 담론의 법칙에 따라 배제되었던 고전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퇴계와 같은 聖賢의 건강증진을 위한 셀프케어를 입원아동의
대처력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Ⅴ. 결론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은 발달단계별 성장발달 수준에 맞추어
26)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New York, NY:
Spring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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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고 실행된다. 담론분석적 방법을 적용하여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을 천착하여 지금의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기술된 스트레스
개념을 찾아서 그들이 대처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死藏된 지식에
서 찾아진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퇴계의 셀프케어는 의미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재해석 되어야 한다.
퇴계의 셀프케어에 포함되는 내용은 하루 생활 단위로 프로그램화 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일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기상하여
세안과 함수 후 입안 헹금 행위를 끝내고 머리를 빗는다. 그리고 퇴계의
체형과 체질에 맞는 거병연수육자결과 체조도인 실천을 하면서 신체 전
체에 활성화된 에너지를 고루 분포시킨다. 그리고 정좌를 통해 맑은 마
음과 바른 행실을 실천으로 옮기는 계획된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다.
입원 영아나 유아의 입원 생활 수칙은 부모나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서 실천하고, 학령전기 이후 아동부터는 양육자와 서로 의논하고 대화
하면서 스케줄을 고르고 실천 정도를 측정한다. 간호중재를 적용하면
자신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정도를 사정한 후 간호진단을 내리고 진
단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실천 가능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그리
고 수행 정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여 회환체계를 적
용하면 퇴계의 셀프케어는 기존의 간호중재와 다른 한 가지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생애주기는 한정되어 있으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반경의 확대와 정보교환의 신속성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광
범위한 세계의 변화를 체감하며 살 수 있다. 지금은 폭발하는 지식정보
에 이어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시대가 되었다. 급격한 시대 변화와 더불어 실용적이고 유용한 과거의
지식들이 사장되거나 잊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입원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을 향상
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놀이요법이나 대화, 독서, 연극요법 외에도
고전에서 적용되었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 생활습관의 핵심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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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현대적 놀이나 도구와 결부시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조선시대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퇴계의 셀프케어 매뉴
얼의 死藏된 지식의 핵심 가치는 오늘날 입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
향상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다. 퇴계의 셀프케어는 입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지식으로 활용 가능
성이 있으며, 입원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간호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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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oegye’s Self-Care Manual to Improve Hospitalized Children’s Capacity to Deal
with Stress / Kwon, Bo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hospitalized children improve their
capacity to deal with stress on nursing intervention.
Research method used here was methodology of discourse analysis from
researcher's nursing practice experience and articles.
According to this study, it found three important coping strategies on
experience of stress that a nurse is encouraged to have as follows; First,
spontaneous natural coping reaction to motivate hospitalized children to improve
their capacity to deal with stress on nursing intervention. Second, learn from
parents, fosters and supporters to persuade hospitalized children to orient
themselves to hospital life, to instruct hospitalized children to know about their
disease and support their endurance, to help children to discharge the hospital in
an appropriate moment. Third the central concept of Toegye's self-care to
manage and support a hospitalized children, to organize good health habit in a
daily life.
As this result show, further studies on program of hospitalized children’s
capacity to deal with stress based on Toegye's self- care were needed on nursing
intervention.
Key Words: Toegye's self-care, hospitalized children, stress, capacity,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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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 活人心方의 활용방안 연구*
-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

정 재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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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活人心方의 현대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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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論文 抄錄
퇴계의 活人心方은 단지 체력적 건강을 위한 지침서일 뿐인가? 아니면

性理學의 윤리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보충적 지침서인가? 이 논문은 이 둘
의 입장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퇴계의 活人心方은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법일 수 있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活人

心方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한결같이 윤리도덕의 심화 또는 단순히 건강 양
생법 정도로 해석하였다. 간혹 의료학적 접근을 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지만
직접적 정신질환 또는 심리치료적 용도는 아니었다. 退溪는 活人心方을 湯

藥과 丸藥이라 하여 ｢中和湯｣과 ｢和氣丸｣이라 불렀다. 동양의학은 우주원리
를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전통이 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은 모두 天理의 일부분이며 불가분의 관계이다. 질병이란 신체가 우주의 법
칙인 오행에 적절하게 순응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된다. 즉 心은 五臟을 主宰
* 이 논문은 제33회 한중일 퇴계학 국제학술대회(2020.10.24.)에서 발표한 글로
서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완성한 것임.
** 전 동의대 겸임교수, 현 사단법인 동학문화원장
❙ 논문투고일: 2021.04.30 / 심사개시일: 2021.05.17 / 게재확정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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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心이 교란되어 五臟六腑의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七情의 不調

和에 의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불면증, 불안강박, 만성피로증후군, 두통
등의 병증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 퇴계의 활인심방은 이러한 心의 교란상태
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라는 전제 아래 일반적
정신질환 중 세 가지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 세 가지 중 첫째는 공황장애
이다. 이 장애는 七情傷 중 驚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기저에 있는 감정은 恐
과 憂의 상태이다. 이에 대한 활인심방의 치료법으로서 中和湯은 行好事,

謙和, 存仁 등의 湯藥을 제시한다. 정신장애 중 둘째는 특정공포증이다. 이 장
애는 七情傷 중 恐의 감정에 의지하는 증상이다. 恐 감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
를 벗어나려면 恐을 형성하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다른 신념 및 방법을 찾는데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活人

心方의 치료법은 ‘行方便’과 ‘戒怒’의 중화탕이다. 정신장애 중 셋째는 調絃病
이다. 이 病은 恐과 관련된 불안정한 정서, 悲와 관련된 무가치감이나 우울감,

思와 관련이 있는 망상, 환각등의 사고장애가 복합되어 있는 장애이다. 이에
대한 活人心方의 치료법으로서 中和湯으로 思無邪라는 湯藥이 설정된다.
물론 치료의 주체는 의료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의 몫이 되겠다. 조현병이란 思

考하고 思慮하는 마음에 다른 思考들이 개입되면서 사고의 일관성을 유지하
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탕약에는 思毋邪에 戒怒와 戒暴이라는 약재가
들어있다. 이를 복용하면 분노를 발생시키는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 신념이
나 思考를 인지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증상과 치료법을 살펴볼
때 活人心方은 단순히 윤리적인 주장 또는 마음수양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다.
주제어 : 活人心方, 中和湯, 和氣丸, 心理治療, 七情傷

Ⅰ. 서론
본 연구는 活人心方의 ｢中和湯｣과 ｢和氣丸｣이 심리치료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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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가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退溪의 活人心方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1)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中和湯｣과 ｢和氣丸｣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퇴계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마음과 몸이 모두 天理의 일부분이며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心身의 균형과 건강은 存心하는 길2)이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곧 병이며, 그 병은 신체로 轉移되어 五臟
六腑의 병을 가져온다. 病의 뿌리는 마음에서 비롯됨으로 마음을 잘 다
스리는 것이 健康의 秘訣이니 心을 닦는 것이 養生이며 건강의 처방이
다.
퇴계는 생애 동안 겪는 각종 질병에 고통을 받아 왔다. 퇴계는 생각하
기를 질병이란 신체가 우주의 법칙인 五行과 조화하지 못하였을 때 발
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3) 퇴계의 活人心方에 대한 의미부여는 자신
의 병과 싸워 이기기 위한 필사적 노력과 그 증험으로 보인다. 즉 퇴계
의 中和湯, 和氣丸은 藥이다. 단어 그대로 湯藥이며, 丸藥이다.
심리치료란 그 영역이 다양하며 그 해석 또한 다양하다. 심리치료에
대한 분류는 기준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정신분석, 아
들러 심리치료, 분석치료, 내담자 중심치료,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인
1) 퇴계의 活人心方에는 活人心上, 中和湯, 補藥, 和氣丸, 養生之法, 治心, 導
引法, 去病延壽六字訣, 養五臟法, 保養精神, 保養飮食등의 목차가 있고, 각
항목마다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나열되어 있다. 즉 養生之
法은 건강을 유지하는 법이고, 治心은 마음의 병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법,
導引法은 건강 체조를 뜻한다. 또 擧病延壽六字訣은 소리치료 및 음악치료
로서 정신적 병을 치료하는 여섯 字의 祕訣을 말하고, 養五臟法은 五臟을
튼튼하게 하는 법을 뜻하며, 保養情神은 정신을 보호하고 키우는 법, 保養飮
食은 몸을 보하는 건강 음식을 뜻한다.
2) 김부찬, ｢퇴계의 敬 사상에 있어서 몸의 문제｣, 儒學硏究(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2011.12) 제25집, p.135 “몸의 행위가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성찰
적 몸짓이 되고 또 그러한 몸짓이 우주의 이법과 하나로 조화되는 것을 추
구하는 퇴계의 사상” 참조,
3) 김성일, ｢活人心方에서 찾아본 퇴계의 건강교육과 사상｣, 민족문화총론(영
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제56집, p.216.

38 退溪學論叢 第37輯

지치료, 실존치료, 게슈탈트 치료가 있다4). 심리치료에 있어서 어떤 것
이 효과적인지 우열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단 공통된 것은 認知나 感情이
나 行爲 등 어느 한 부분에 대한 思考나 태도나 행동에 대한 치료 및 자
극을 통해서 다른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심리치료 현장에 적용되며,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
고 있다.
퇴계의 活人心方에서 제시된 中和湯과 和氣丸 역시 기존의 심리치
료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퇴계는 活人心方에서 분
명 湯과 丸이라는 의료적 개념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中和湯은
시간상으로 장기적 치료법이고, 근원적 치료법이다. 즉 정신치료 영역
중 합리적 신념5)이라는 인지적 치료 요인를 통해서 생리적 변화를 일으
키는 치료법이다. 和氣丸은 丸藥이다. 이것은 湯藥과 다르다. 丸藥은 즉
각적으로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약이다. 특히 和氣丸은 신체적 변화
및 자극을 통해 정신치료를 추구하는 약이다. 전자는 합리적 신념에서
정서적, 생리적 치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후자는 정서적 생리적 자극
을 통하여 합리적 신념으로 접근하여 심리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4) 이연도, ｢유가공부론과 명상｣, 한국철학논집(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제28
집, p.378.
5) Gerald Corey저, 조현춘, 조현재 공역,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시그
마프레스, 1995) p.439. “합리적 신념이란 Albert Ellis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이
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정서는 주로 생활 상황에 대한 신념, 평가, 해석, 반
응 등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합리적 정서치료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들은 과
거에 획득되었고 현재에도 자기 교화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
들을 규명하고 논박하려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기 위해 기술들을 배워야 한
다. 그들은 사고의 비효과적이 방법들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대치
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것을 배우게 되면 그들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반응들을 변경시키게 된다는 입장이다.” 또 Gerald Corey 같은 책, p.443. “우
리가 우리 자신을 혼란시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혼란시키려는 요구
들에 따라 살고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들
은 혼란된 감정들을 창출한다. 이러한 감정들이 비기능적 행동을 만들어 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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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의 活人心方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심리치료적 기능 중 일부분을 진일보시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해 보면
퇴계의 活人心方에 대해 다양한 심리치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
내용 중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의 活人心方은 體育이나
舞踊 등의 분야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다. 이는 체육치료적 관점인데 몸
과 마음은 身心不二論的 입장이다. 즉 “마음의 공부는 몸의 구체적 행위
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6)이며, 몸에 대한 양생이 곧 마음의 수양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둘째, 生命 및 冥想이라는 主題로 活人心方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다. 자연생명에 대한 양생이 곧 儒家的 修養이라는 입장에서 자연생명
과 유가적 도덕적 생명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입장7)이다.
셋째, 活人心方에 있는 中和湯과 和氣丸외 식습관, 호흡, 전신운동
을 ‘冥想’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시도8)가 있었다. 冥想이
하나의 치유활동이며, 퇴계의 活人心方 역시 명상의 치유활동으로 본
다는 뜻이다.
넷째, 양생법을 교육적 명상 프로세스로 이해하려는 입장9)이 있다. 주
로 “퇴계의 敬을 도덕윤리의 완성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보고 活人心
方의 중화탕, 화기환을 방법적 명상 프로그램으로 운용한다”10)는 입장
이다.
6) 김부찬, ｢퇴계의 敬사상에 있어서 몸의 문제｣, 儒學硏究(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2011.11) 제25집. p.135.
7) 최봉근, ｢活人心方과 퇴계철학, 그 의학과 철학의 만남｣, 양명학(한국양
명학회, 2005) 제15호, p.193.
8) 權奉淑, ｢健康增進을 지향한 퇴계의 명상담론｣, 퇴계학논총(퇴계학부산연
구원, 2013) 22권 p.94.
9) 김민재, ｢명상의 관점에서 본 퇴계 敬사상의 교육적 시사점｣, 철학논집(서
강철학저널, 2014.5) 제37집, p.329.
10) 김민재, 위의 논문.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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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퇴계의 양생법을 현대적 건강증진 프로세스로 개조하여 건강
효과를 입증하려는 시도11)도 있고, 몸, 마음, 환경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고 活人心方을 예방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례12)도 있다. “活
人心方을 통해 확보하려는 건강의 현대적 함의는 몸, 마음, 환경의 ‘균
형’의 문제였다. 여기서의 ‘균형’은 인간의 몸, 마음, 환경과 균형과 조
화”13)라는 입장이다. 균형이란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고유한 상태를 변경한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정신치료 활동을 敬의 기능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있다. 敬은
“心이 일면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는 것이며, 그러
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격 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14)는
입장이다. 균형을 잡는 노력을 통해서 부분이 전체에 유의미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치유효과를 발생시키면 다른 부분도 함께 그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퇴계의 活人心
方은 “유학적 전통은 물론 醫學과 도교의 양생론 등 다양한 사상적 스
펙트럼과 연관되어 있으며, 도교와 유학과 서로 모순적이지 않고 상호보
완적인 역할분담으로 心, 身의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는”15)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덕적 인지와 실천의 문제와 양생을 위한 다양한 의학적 실
11) 황명자, 서한교, ｢복지구현차원의 아동정신건강을 위한 活人心方 운동프로
그램 모형 탐색｣(한국리듬운동학회지, 2013.12), 제6권 제2호, p.33. “活人心
方 운동프로그램의 실시는 사전검사 일주일 후부터 주당 2회, 매회 45분간
총 12주간 진행하였으며, 총 12주간 24회를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
다.”
12) 이정란, 이동건,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본 퇴계의 活人心方｣, 움직임의 철
학(한국체육철학회지, 2013) 제21권, 제1호, p.166.
13) 이정란, 이동건, 위의 논문, p.170.
14) 성호준, ｢퇴계의 心身觀과 活人心法｣, 퇴계학론총(퇴계학부산연구원,
2010) 제16집, p.86. 또 이 논문 p.90에 보면 “人身의 主宰가 心이라면 敬은
一心의 主宰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결국 퇴계 活人心方의 湯과 丸을
주재하는 주체는 心이며, 그 心을 주재하는 것은 敬인데 이것은 한의학에
서 神明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15) 성호준, 위의 논문,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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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문제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하나의 연결선에서 고찰될 수 있는 연
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겠다.
일곱째, 活人心方을 음악치료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시도가 있다.
“活人心方에서 ‘五臟의 치료는 곧 인간의 感情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聲音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16)고 하여 音樂을 통한 感情의 균형과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여덟째, 活人心方에 대한 무용적 관점의 연구가 있는데 活人心方
의 導引法을 기반으로 전통 춤사위를 만들어 무용치료라는 영역과 연계
하려는 시도이다. 이 시도는 活人心方의 導引法을 “호흡과 몸의 반복
적 굴신운동을 통해 몸을 천지의 음양과 하나로 만드는 동작”17)이며,
“誠意, 正心 공부와 맥을 같이 한다”18)고 보는데, 무용의 음양굴신 동작
은 우주의 음양조화의 정신과 합일한다는 논지이다. 이것은 자연생명에
대한 양생이 곧 유가적 수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활인심방
 속에 있는 中和湯과 和氣丸 외 식습관, 호흡, 전신운동을 명상치료로
이해하는 점과 함께 예방의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과 환경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관점들은 퇴계의 活人心方
의 이론에 도교의 醫學과 儒家의 윤리적 수양 이념이 자연스럽게 조화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活人心方의 中和湯과 和氣丸에 대한 심리치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선행연구로 보인다. 이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퇴계의 활인심방에 나타난 중화탕과 화기환의 심리치료적 가능
성을 탐구하기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퇴계의 活人心方으로 심리치료
를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첫째 精神疾患과

16) 박정련, ｢퇴계의 국악치유 방법에 관한 모델 연구｣, 유학연구(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3.6) 제28집, p.30.
17) 백현순, ｢퇴계의 活人心方과 한국춤을 활용한 활인무 개발 연구｣, 한국스
포츠리서치(한국스포츠리서치, 2007) 제18권 6호 통권 105호, p.888.
18) 백현순, 위의 논문, p.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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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臟六腑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정신질환과 七情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며, 셋째 中和湯과 和氣丸의 기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
다. 제3장에서는 活人心方의 中和湯과 和氣丸을 응용하여 실제 심리
치료에 응용되는 상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공황장애와 특정공
포증 및 조현병에 한정하여 살피게 될 것이다. 만일 퇴계의 活人心方
에서 중화탕과 화기환의 심리치료적 기능이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면 기
존의 퇴계학에서 진일보한 외연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퇴계
학의 의료적 의의 역시 의미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Ⅱ. 活人心方의 현대적 활용 원리
1. 정신질환과 五臟六腑
동양의학의 근본 원리는 心身一體이다. 즉 육체적 병은 정신적 병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육체적 병은 五臟六腑의 부조화라는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이때 부조화란 바로 陰陽과 五行의 부조화이다. 동양의
학에서 생명활동이란 陰陽과 五行의 관계를 조화라는 시스템 속에서 보
는 관점이다. 따라서 인체의 五臟 활동이란 해부학적 활동보다 陰陽과
五行이라는 氣運의 조화 활동으로 연관지어 보게 된다.
心身一體 원리에 있어서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精, 氣, 神의
작용이며, 생명의 지속이란 이 세 요소의 평형상태이다. “질병이란 방만
한 음양오행의 기질적 흐름에 의한 것이며, 기질의 乘降飛躍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19)이다. 이때 精은 물질적 기초요, 氣는 에너지요,
神은 정신이다. 精은 몸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 물질 단위이며 性神經
19) 최봉근, ｢퇴계철학을 통해 본 活人心方의 질병과 양생의 의미｣, 동양철
학연구(동양철학연구회, 2005) 제44집,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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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이 있다. 氣는 몸의 기능적 기초로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자율신경실조증과 연관을 가진다. 神은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몸을
컨트롤하는 사령탑이며, 정신병과 연관을 가진다.
개인의 성격과 체질의 다양성에 대한 동양의학적 근거는 이제마(李濟
馬, 1838∼1900)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
“체질은 肺, 脾, 肝, 腎의 네 가지 장부기능의 강약에 의해 결정된다”20)
고 한다. 사람의 성격, 기호, 체격, 생리 및 질병 역시 이러한 장부기능의
강약에 의해 개인차를 가지게 되며, 치료법도 그 개인차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제마는 “喜怒哀樂의 감정상태는 생물학적 신체의 장수와
단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21)고 한다. 喜怒哀樂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일
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합리적 신념에 합치 하느냐 그렇지 않은
가의 整合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생리적 본능의 痛症이나 간지럼 같은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喜怒哀樂은 당대 개인이 처한 시대적
윤리도덕관, 가치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신념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합
리적 신념에 합치되면 喜怒哀樂의 어느 것일지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미있는 喜와 怒와 哀와 樂의 감정은 합리적 신념에 의해 이루어진다
면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마는 합리적 신념에 따
라 발생하는 감정 상태를 ‘和’라고 하여 節度에 맞다22)고 하였다.

20) 東醫壽世保元 卷之一, 四端論(26條),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
脾小者, 名曰少陰人.”참조.
21) 東醫壽世保元 卷之一, 四端論(26條),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 則怒情
動. 怒性極, 則哀情動. 樂性極, 則喜情動. 喜性極, 則樂情動. 太陽人, 哀極不
濟, 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 則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 則喜好不
定. 太陰人, 喜極不服, 則侈樂無厭. 如此, 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 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참조.
22) 東醫壽世保元 卷之一, 四端論(26條), “太陽少陽人, 但恒戒哀怒之過度, 而不
可强做喜樂, 虛動不及也. 若强做喜樂, 而煩數之, 則喜樂, 不出於眞情, 而哀怒
益偏也. 太陰少陰人, 但恒戒喜樂之過度, 而不可强做哀怒, 虛動不及也. 若强
做哀怒, 而煩數之, 則哀怒, 不出於眞情, 而喜樂益偏也.”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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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은 許筠의 東醫寶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신질환은
심리적 문제이며, 심리적 문제는 心의 문제이다.23) 心은 인체의 君主格
이다. 心이 평안하고 밝으면 五臟六腑가 모두 편안해지며, 過不及의 愚
를 범하지 않는다. 心은 五臟을 主宰한다. 생명의 문제에서 魂魄도 五臟
에 기탁하여 조화를 부리며, 五常의 부분 역시 五臟의 기능과 불가분 관
계에 있다. 즉 神은 心 속에 존재하며, 魄은 肺 속에 있고, 魂은 肝 속에
있으며, 意는 脾臟 속에 있고, 志는 腎臟 속에 있다. 意와 智는 脾臟에
있고, 精과 志는 腎臟 속에 있는데 이를 七神이라 한다. 즉 五臟과 情神
은 상호 관련24) 속에 있다. 또 스트레스가 없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神明이라 하는데 神明이 주인이라면 心은 그 집이며 神明이 그 집에 있
어야 오장육부가 원활해진다.25) 神明은 정신적 영역이며 합리적 신념이
다. 개인은 심리적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상태가
발현되는데 이러한 감정상태는 五臟六腑의 생리적 변화와 함께 발생하
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는 불가분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질환과 七情
陰陽五行的 입장에서 臟腑는 七情을 갖는다. 七情이란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이다. 이 칠정은 臟腑 각각 다른 부분에 다르게 속해 있다. 즉
心은 喜, 肝은 怒, 肺는 愚와 悲, 脾는 思, 腎은 恐과 驚을 주관한다. 화가
나면 기운이 위로 상기하고, 기쁘면 기운이 조화롭게 퍼진다.26)한다. 臟
23) 東醫寶鑑 內景編卷之一, “素問曰, 心者, 君主之官, ... 神明出焉. 故主明則
下安, ... 主不明則十二官危”참조.
24) 東醫寶鑑 內景編卷之一, “內經曰,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
意, 腎藏志. 又曰, 脾藏意與智, 腎藏精與志, 是謂七神. 註云, 神者, 精氣之化
成也. 魄者, 精氣之匡佐也. 魂者, 神氣之輔弼也. 意者, 記而不忘者也. 志者,
專意而不移者也.”참조.
25) 東醫寶鑑 內景編卷之一, “臞仙曰, 心者, 神明之舍, 中虛不過徑寸, 而神明
居焉. 事物之滑”참조.
26) 黃帝內經素問擧痛論篇 第三十九,“岐伯曰:怒則氣逆 甚則嘔血及飱泄 故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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腑에 소속된 일곱 감정들이 기운을 상해서 손상됨을 일컬어 七情傷이라
한다. 七情傷이란 심신과 내외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心 즉 神明의
고요함이 흐트러진 상태이다.
七情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喜는 오행에서 火
에 속하며 욕구의 충족과 만족의 상태 및 긍정적 감정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러한 감정에 너무 집착하면 燥症이나 狂症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감정 상태가 憤怒이다. 喜와 怒는 서로 상관적 관계로서 동
기가 실현될 때에 만족감이 발생하고, 동기가 좌절될 때 분노가 초래된
다. 喜는 臟腑에서 心臟과 肺臟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슬프면 肺臟 질환
이 생긴다. 怒는 동기가 충족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怒는 오행
상 木이며, 肝과 연결되어 있다. 憤怒는 肝에서 나오며, 膽에서 통제된다.
怒가 과해지면 妖通, 호흡 곤란, 정신 혼미, 근육 위축, 불면 등의 증상이
생긴다. 愚는 悲思로서 슬픈 생각을 의미하며, 오행에서 金이며, 肺가 주
관한다. 愚란 근심, 걱정, 초조, 불안을 의미하며, 心⋅肝⋅脾의 臟腑와
관련이 있다. 思는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강박적 사고로서, 과도한
생각은 망상, 편집, 집착 등으로 발전하는 병리현상을 유발한다. 思는 오
행중 土에 속하는데 강박적 사고가 지속되면 脾가 손상되는데 “思는 현
대심리학에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27) 그 다음 悲가 있는데
悲란 슬픈 감정이다. 悲는 오행 중 金에 속하며, 悲가 과도해지면 陽氣
가 心, 肺, 肝을 손상시킨다. 정상적인 悲의 감정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지는데,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상열감, 부종, 감각이상, 근육경련 등의
신체적 異常이 발생되기도 한다. 恐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다. “恐은
심리학에서 不安과 가장 유사한 감정이며, 대상불안, 분리불안, 유기불
안, 사회불안 나아가 공포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본 감정이다.”28) 이는
오행 중 水에 속하며, 腎臟과 관련을 갖는다. 腎臟이 恐에 의해서 영향
上矣 喜則氣和志達”참조.
27) 김태형,양웅모, 한의학과 심리학의 만남 (세창미디어. 2020.3), p.66.
28) 위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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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면 血이 부족해지고, 과도해지면 精을 상하여 근골계통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초래된다.
驚은 부지불식 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놀라는 감정 상태이다. 이러한
감정상태는 恐에 있어서 스스로 미리 인지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과 대조적 모습이다. 이것은 오행 중 木에 속하는데 驚이 과도해
지면 肝이 손상되어 氣運을 생성하지 못하고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 때 증상으로 심장 두근거림, 식은 땀, 토혈 등이 있다.
이상 七情이라는 감정은 내적 또는 외적 조건에 의해서 본인의 무의
식과 유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트라우마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
면서 방어기제로 형성된 것이다. 障礙란 七情傷의 臟腑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생리적 반응이 사회적 질서 및 그 사회가 승인하는 인간관계에 부
정적 반응을 주는 정도의 수치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感情과 身體 반응
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異常 현상이 지속되면 인체의 내
부 장기를 손상되는 바, 정신적 장애가 신체적 장애와 분리되어 있지 아
니함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3. 活人心方의 中和湯과 和氣丸
퇴계의 活人心方에서 정신적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다음 같은 내
용들이 있다. 첫째 中和湯이다. 中和湯이란 30가지 인지적 지식과 감정
적 태도 및 본능적 방어기제를 잘 섞어 만든 약재를 뜻한다. 和氣丸이란
인지치료의 약이다.
活人心方은 개인의 내면에 발생하는 七情과 관련이 있다. 七情六慾
이란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할 때 정신의 병을 일으키는 근본원
인이 된다. 퇴계는 “七情과 六欲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陰陽 二氣는 외부
에서 침공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음에 病이 生한 것이며, 病은 몸을 공격
하여 害를 입힌다.”29)고 하였다. 본래 七情이란 한의학에서는 喜, 怒, 憂,
29) 活人心方,｢活人心上｣ “七情六慾生於內 陰陽二氣攻於外 是謂病生於心 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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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 思, 恐 驚30)으로 보고, 六欲이란 呂氏春秋 貴生篇에서 나온 말을
東漢의 高誘가 해설할 때 生、死、耳、目、口、鼻의 욕구31)라는 말에
근거를 갖는다. 七情과 六欲은 그 자체 병은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생
존을 위한 정신적 방어기제이며, 생리적 욕구일 뿐인데 이러한 욕구들이
中庸을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될 때 정신적 장애라고 간주하게 된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魂과 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魂은 火氣이고 魄은 水
氣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로 모인 것이며, 죽었다는 것은 흩어져 사
라졌다는 의미로 설명되기도 한다. 퇴계는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형체
는 땅으로 돌아가고 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魄은 黃泉에 떨어진다. 水氣
와 火氣는 흩어져 각기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간다. 살아있을 때에는 하
나로 뭉쳐있지만 죽으면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뜨고 잠기는 것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 자연에서 稟受된 것이다.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를
비유하자면 불로 태우면 煙氣는 위로 올라가고 재는 땅에 아래로 하강
하니 이 역시 자연의 이치이다.”32)고 하였다. 魂은 정신이고, 魄은 물질
이다. 정신과 물질이 모여 하나의 생명을 이루니 이 둘은 불가분한 존재
이다. 물질로 형성된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
치와 판단에서 착오가 발생하면 신체적으로 七情이 나타나면서 五臟六
腑에 영향을 준다.
모든 병은 心의 문제이다. 병의 치료란 결국 마음의 치료이다. 병의
징후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병의 근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퇴계는 말

攻於體也”
30) 七情에 대해서 禮記 ｢禮運篇｣에서는 喜, 怒, 哀, 樂, 愛, 惡, 欲라 하고, 佛
家에서는 喜, 怒, 憂, 懼, 愛, 憎 欲 등이라 하는데 이 글은 의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七情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31) 呂氏春秋,｢貴生｣“所爲全生者，六欲皆得其宜者”라고 하였는데 高誘가 “六
欲，生、死、耳、目、口、鼻也”라고 해설하였다.
32) 活人心方, ｢保養情神｣ “人之死也 故形歸於地 魂飛於天 魄落於泉 水火分
散 各歸本源 生則同體 死則拍損 飛沈各異 稟之自然 行者譬如一根之木 以
火焚之 烟則上升 灰則下沈 亦自然之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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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臞仙이 말하기를 ‘옛날의 신묘하고 성스러운 의술을 소유한 의
원은 사람의 마음을 잘 치료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사람들을
병에 들지 않게 예방할 수 있었다. 지금의 의원은 다만 사람의 병을 치
료할 줄은 알고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줄은 모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근원을 버리고 말단만 쫓아가기 때문이다. 병의 근원을 연구해
보지 않고 부분적인 흐름만 다스려 병이 낫기를 바라니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33)라고 하였다. 의원은 末端에 대해 당연히 살펴보아야 하겠
지만 병의 말단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근원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
이다.
죽음에 이르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음의 병이며, 다른
하나는 육신의 병이다. 마음의 병은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이 누적되어
이루어진 결과이고, 육신의 병은 신체에 영향을 주는 각종 물질적 환경
에서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신
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형체를 갖지 않는 정
신적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기도 한다. 이것은 생리적 병리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접근의 질병 문제로 확대하여 이해해야 된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퇴계는 심리적 질병을 중시한다. 그는 “精은 神의 근본이고, 氣는 神
의 주체이며 형체라는 것은 神이 머무는 집이다. 그러므로 神을 지나치
게 쓰면 神은 지쳐버리고 精을 지나치게 쓰면 精을 말리게 하고, 氣를
지나치게 부리면 氣가 끊어진다.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神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체가 의탁하는 곳은 氣인데 만약 氣가 쇠퇴
하면 형체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고도 오래 살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34)고 하였다. 精, 氣, 神은 세균이나 상처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
33) 活人心方, ｢治心｣, “臞仙曰 古之神聖之醫 而能療人之心 預使不致於有疾.
今之醫者 惟知療人之疾 而不知療人之心 是由捨本逐末 不窮其源 而攻其流
欲求疾愈 不亦愚乎”
34) 活人心方,｢保養情神｣,“精者神之本 氣者神之主 形者神之宅也. 故神太用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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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욕망과 감정과 쾌락과 생활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개인 생명의 주기를 늘리기도 하고 짧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 영역의 부조화가 바로 병임을 강조
하는 대목이다.
질병은 음양오행의 기질적 흐름에 의하며 개인과 집단의 생명주기에
영향을 준다. 장수와 단명은 中和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五行의 中和는
長壽와 短命과 직결되어 있다. 퇴계는 말하기를 “다섯 가지 맛을 적절히
섭취하면 정신을 상쾌하게 하지만 많이 섭취하면 오장육부가 각각 손상
을 받는다. 그러므로 신맛을 많이 섭취하면 비장이 상하고 매운 맛을 많
이 섭취하면 간이 상하고 짠맛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이 상하고 쓴맛을
많이 섭취하면 폐가 상하고 단맛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상한다. 이것
은 오행의 법칙으로 푼 자연이치이다. 처음에는 상하게 되는 것은 잘 느
끼지 못하지만 오래되면 깊은 병에 걸린다.”35)라고 하였다. 장수와 단명
은 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습관이란 의식적 행위가 무의식적 행동
으로 발전되었다는 뜻이다. 장수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언어 및 행
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反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反省의 행위가
곧 中和이며, 이것은 곧 정신적 행위이다.
퇴계는 마음의 병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개 마음이란 마치 물이 오
래도록 흔들리지 않으면 깨끗하고 맑아져서 그 밑바닥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본체를 비고 밝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마땅히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원기를 굳건히 할 수 있다.
그러면 만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게 된다. 만약 한 생각이
라도 싹트면 정신은 밖을 치달리고 나쁜 기는 안으로 흩어진다. 피가 나

歇 精太用則竭 氣太勞則絶 是以人之生者神也 形之托者氣也 若氣衰則 形耗
而欲長生者 未之聞也.”
35) 活人心方, ｢養生之法｣, “五味稍薄 令人爽神 稍多 隨其臟腑 各有損傷 故酸
多傷脾 辛多傷肝 鹹多傷心 苦多傷肺 甘多傷腎 此乃五行自然之理 初傷不覺
久乃成患 不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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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 기를 따라 흐르면 英氣와 衛氣가 혼란되어 온갖 병이 서로 몸을 괴
롭힌다.”36)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질병의 근원을 버리고 말단만 쫓아
가거나, 병의 근원을 연구하지 않고 그 말단만 다스려 병이 낫기를 바라
니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 비록 일시적인 요행으로 병을 낫게 하여 사
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속의 庸醫에 지나지 않으므로
취할 바가 못 된다.”37)고 하였는데, 증상만을 질병으로 파악하려는 어리
석음을 말한 것이다.
和氣丸은 사람에게 氣를 조절하는 丸을 복용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丸은 합리적 신념을 의미한다. 퇴계는 “和氣丸은
어른이나 아이들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너무 적거나 많은 氣로 인해 생
기게 되는 병으로 모두 고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구멍이 막히고, 가슴
이 답답하고, 헛배가 부르고, 온몸에 마비가 오고, 입술을 깨물거나 이를
갈고, 몹시 화를 내어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거나, 얼굴을 붉히고 귓
밥이 붉거나, 온몸에 불이 달아오르는 듯한 열을 내는 병에 대한 것들이
다.”38)라고 하였다. 위에 언급된 현상들은 공황장애, 공포증, 조현병의
공통된 특징들로 이해되는데 氣를 조절하는 丸을 복용할 필요성을 나타
낸다.
和氣丸의 요체는 忍이다. 퇴계는 “心 위에 刃이 있는 것이 忍이니 君
子는 함용으로써 德을 이룬다. 川 밑에 火가 있는 것이 災이니 小人은
분노로써 몸을 망친다.”39)라고 하였다. 憤怒는 本心을 흐리게 하고 합리

36) 活人心方, ｢治心｣,“盖心 如水之不撓久而澄淸 洞見其底 是謂虛明 宜乎靜
可以固元氣則 萬病不生 故能長久 若一念旣萌 神馳於外 氣散於內 血隨氣行
榮胃昏亂 百病相攻 皆因心而生也”
37) 活人心方, ｢活人心是上｣, “由捨本逐末 不窮其源 而攻其流 欲求疾愈 不亦
愚乎 雖一時 僥倖而安之 此則世俗之庸醫 不足取也.”
38) 活人心方, ｢和氣丸｣, “專治 大人小兒一切氣蠱氣脹 咽喉氣塞 胸膈氣悶 肚
服氣滿 遍身麻痺 咬唇切齒 瞋目握拳 面紅耳赤 忽若火燎”
39) 活人心方, ｢和氣丸｣, “心上有刃 君子以含容成德 川下有火 小人以忿怒殞
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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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상실하게 한다. 본심이 흐려지고 합리적 판단을 함에 균형을 잃으
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면 憤
怒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퇴계는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묻기에
내가 답했다. 一字經은 忍이 바로 그것이다. 二字經은 方便이 바로 그것
이다. 三字經은 本分을 지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 三部經은 大藏經
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줌도 안 되는 조그만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40)고 하였다. 一字經의 忍이란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는 의미이다.
시간은 인간의 격앙된 감정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二字經은 합리적
사고와 다른 관점을 파악하라는 의미이다. 三字經은 자신의 本分을 생각
하라는 뜻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본분이란 다양한 지위와 역할의 복합체
이다. 집안의 家長이면서, 사회적 직업에서 직급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
들에게 부모이며, 친인척 간에 수직 수평적 관계가 종횡으로 엮어져 있
다. 균형을 잃으면 본분을 잃게 되고, 균형을 유지하면 忍은 저절로 생
긴다. 균형감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 균형감은 합리적 지성일 것
이다. 합리적 지성은 곧 정신이며, 정신에 대한 자각이 심리치료이다.

Ⅲ. 活人心方과 현대적 활용
정신질환의 종류로는 그 구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논
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공황장애, 특정공포
증, 사회공포증, 섭식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주요우울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치매, 정신분열증 등을 열거
할 수 있다. 이 대부분은 불안장애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공황장애, 특정공포증, 조현병 세 가지에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해
40) 活人心方, ｢和氣丸｣,“或人問 余曰 一字經忍字是也 二字經 方便是也 三字
經 本分是也 這三部經 不在大藏 只在靈臺方寸中”

52 退溪學論叢 第37輯

보고자 한다.

(1) 공황장애
공황장애(Panic Disorder)는 불안장애(Anxiety Disorder)의 하나이다. 만성
적 불안감과 공포는 환자에게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상
태에서도 과도하게 초조해 하고 불안해하며 만성적 쇠약감에 시달리게
한다. 이러한 장애는 세 가지의 심리적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수치감으로 나타나는 대인 공포증 또는 사회공포증이다. 사람들이 자신
을 항상 존중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며, 언젠가 버림을 받을 것
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수치감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무력감이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관계에서 무력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력이 있다. 이러한 이력은 대인 공포와 함께 대인불신
감이 감정에 팽배해 있다. 특히 이러한 대인불신감에 대해 환자 자신은
스스로 그러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자기 암시의 지속
적 축적 속에서 발생한다.
공황장애는 七情傷 중 驚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그 근거에는 恐과 憂
의 감정 상태가 기저에 깔려 있다41)고 본다. 驚과 憂의 감정이 과도해지
면 긴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氣의 소통이 저하되면서 과도한 근심,
비합리적 신념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또 驚은 五臟六腑와 관련되어 증상으로 나타난다. 驚은 肝과 脾胃의
氣가 흩어짐으로 臟腑가 손상된다. 그 증상 중 생리적으로는 만성피로,
피부건조, 소화불량 등이 발생하고, 정신적으로는 의욕저하 등이 발생한
다.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인공포증을 극복해야 한다. 공황장
애 환자들은 무의식적 공포심의 트라우마일 뿐이지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活人心方
41) 김태형, 양웅모(2020), p.8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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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中和湯 중 어떤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行好事, 謙
和, 存仁 등의 湯藥을 지어 실행하면 될 것이다. 行好事란 나와 타인이
모두 좋아할 일을 함께 함으로써 인간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
다. 꾸지람과 비난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보다 칭찬과 지지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공황장애 극복을 위한 약이 된다. 謙
和란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이다. 가족과 이웃 및 친구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와 화합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개인은 가능하다면 겸손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들과 먼저 관계를 가지며, 우호적 감정의
횟수를 늘리면서 그 품행이 습관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공황장애
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 存仁이다. 仁이란 禮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
이다. 禮란 仁愛를 전제로 한 共感의 능력을 의미한다. 共感이란 나와
함께 관계하는 가족, 이웃, 친구 등과 조화로운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행동에는 협동, 경쟁, 양보, 갈등 등이 있다. 적절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은 그것이 갈등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고, 적절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은 그것이 협동이라 할지라도 道理에 어긋나면 좋은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약재를 넣은 중화탕은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특정공포증(Simple Phobia)
특정공포증이란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현저하
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이다. 특정공포증의 증상으로는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신체적 증상, 감정적 증상, 정신적 증상,
사회행동적 증상이 그것이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심장박동수의 증가 및
공황발작이다. 감정적 증상으로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의 증가이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자신의 공포가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공포증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사회행동적 증상으로는 공포
가 예견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반응이 있다.

54 退溪學論叢 第37輯

“특정공포증은 七情傷 중 恐과 관련이 있다.”42), 또 “공포 감정이 과
도해지면 인체 내의 血과 精을 소모하게 되는데 血虛와 靜虛 상태가 지
속되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부인 肝, 心, 腎臟등이 손상된
다.”43) 특히 肝은 血을 부족하게 만든다. 肝은 憤怒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스스로 지치게 되고 결국 肝虛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분노의 반대 감정으로 무력감과 위축의 심리상
태를 초래하게 된다. 분노와 좌절의 반복으로 血虛가 되면 지속적으로
특정공포증의 증세는 심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퇴계의 活人心方에서는 ‘行方便’과
‘戒怒’의 中和湯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行方便이란 수단의 선택이다. 수
단이란 항상 합리적 인지와 판단 속에서 가능하다. 나의 마음에 공포증
이 정신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그 공포를 유발하는 원인자를 찾아서
그 원인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접근한 방법과 다르게 접근하는
방편이 필요하다. 行方便은 周易卦에 의거하면 綜卦와 같다. 말하자면
山澤損卦의 綜卦는 風雷益卦가 되고, 地天泰卦의 綜卦는 天地否卦가 된
다. 특정공포의 원인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
포의 근원에 대해 다면적 그리고 점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심리치료에서는 체계적 둔감법44)이라 한다. 綜卦적 접근법을 다양한 환
경 구성 아래서 실행하면 자신의 肝과 脾를 손상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活人心方의 中和湯 중 行方便의 내용이다.
한편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活人心方의 ‘戒怒’와 ‘守靜’,
‘保愛’라는 中和湯이 있다. 憤怒란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한데 그
42) 앞의 책, p.96.
43) 앞의 책, p.97.
44) Systematic Desensitization.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자극과 긍정적인 반응을 유
발하는 자극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음을 알고, 약한 자극에서부터 강한
자극까지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여 방법으로 행동이나 판단을 수정하
는 방법이다. 1950년 대 정신의학자 Joseph Wolpe에 의해 개발된 정신치료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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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있다. 이를 정신병리학에서는 분노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라 하는데 학술명칭은 ‘간헐적 폭발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이다. 분노조절장애는 스스로 충동조절이 어려우며, 신체적 언
어적 폭력 및 공격적 행동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자신의 공포를 유발하는
내재적 憤怒를 인지해야 한다. 분노를 인지하면 분노를 대상으로 대척점
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게 되면 비로
소 戒怒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공포의 근원인 분노를 인지하는
방법이며 인지치료적 알아차림과 같다. 둘째 분노에 대한 ‘멈춤’의 명령
을 내린다. 멈춤이란 타임아웃이란 명칭으로 나타나는 행동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다. 즉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주어지는 다양한 보상을 제거
함으로써 부정적 행동의 발생을 억제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活人心方｣
中和湯의 守靜은 바로 이러한 타임아웃으로 이해할 만하다. 셋째 공포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교차될 수 없는 감정과 思考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다. 이러한 감정과 사고의 경직성을 탈피하는 방법이 게슈탈트 치료에
보면 ‘빈의자 기법’이 있다. ‘빈의자 기법’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간 감정과
사고의 소통 방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상태를 동시에 느낌으로
서 공포는 외부 또는 내부의 자극과 공격에 의해서 내가 받는 분노와
좌절이기도 하며, 동시에 내가 나의 내면과 외부를 향해 쏟아내는 공격
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인지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퇴계의 活人心方 中和湯의 ‘保愛’는 “소통되지
못한 개인의 의지, 개인의 필연, 개인의 욕망, 개인의 자아로부터 탈
피”45)로 본다. 保愛는 주관과 객관의 화해, 주체와 객체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전제로 소통을 도와주는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확립하는 치료법
으로 볼 수 있다.

45) 論語, ｢子罕｣, “子絶四：毋意, 毋必, 毋固, 毋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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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調絃病(精神分裂病;schizophrenia)
調絃病은 다른 말로 정신분열병이다. 조현병은 思考, 感情, 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증상을 일으키는 정
신질환이다. 조현병은 사고의 장애 및 감정 및 감각의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것은 현실검증력의 상실과 ‘자아경계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서 환자에게는 환각, 환청, 환시가 발생하며, 망상과 집중력 장
애, 기억력 장애 및 공감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幻覺이란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이
다. 환각에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환각이 있는데 일반적으
로 幻聽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경험이다. 幻聽
과 幻視를 대표적으로 볼때 幻聽 환자들은 대부분 환청에 함몰되어 환
청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한다. 또 幻視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경험이다. 나머지
후각, 미각, 촉각 등에 있어서도 개인의 과거 기억 또는 강화된 감정 및
트라우마로 일반적 느낌에서 벗어난 지극히 강화 또는 왜곡된 감각 상
태를 의미이다.
한편 妄想이 있다. 망상은 일반상식과 과학 및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에 집착되면 자신의 의사
와 다른 입장을 가진 주변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관계를 단절하게 됨으
로써 사회적 유대관계가 사라지게 된다. 또 자신의 집착된 감정을 타인
또는 상황에 투사하여 자기화하고 감정적 지배 및 종속관계를 설정하려
고 한다. 망상이란 일종의 잘못된 기준 또는 강화된 심리적 상태를 근거
로 하는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잘못된 기준의 사고, 감정, 행
동의 변화를 드러내는데 사회적 관계에서 볼 때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
으로 발전된다.
조현병의 현상 중 하나로서 思考過程의 장애가 있다. 調絃病者는 일
반적 思考 또는 일반적 論理가 사라지면서 상관성의 결여와 전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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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 사고와 행동 및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가 지속되
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陰性症狀과 認知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음성증상의 사례로는 무표정,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표현, 둔감한 행동,
의욕감퇴, 사회적 위축 등이 있고, 認知症狀으로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학습과 정리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이런 환자들은 문제 해
결능력 역시 현저히 감소하는데 증상이 심할수록 사회복귀가 어려워지
고, 좌절감에 쌓이게 된다.
조현병의 발병은 대체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으며, 뇌의 생화학적 이상도 있다. 뇌의 생화
학적 요인으로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
달 물질의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출생전
후 및 성장과정에서 겪는 요인들이 있다고 본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깊이 깔려 있는 일차적 정서는 공포이다. 이러한
환자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포의 탈출을 사회적 관계망이 허물어진
내면 또는 압도적 위치에서 관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찾고
자 한다. 이로써 환자는 상식적 현실을 도피하는데 성공하지만 사회적으
로는 사망의 위치 또는 비극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결말을 야기하
는 기본적 정서가 공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공포는 피해망상, 관계망
상으로 발전하는데 對人恐怖가 주 감정이다.
조현병과 관련된 한의학적 표현으로는 狂症이라고 하며 癲狂이라고
도 한다. 恐과 悲에 의해서 心火상태가 되는 장애이다. “狂症은 기본적
으로 陽이 盛하여 陽氣가 전부 머리로 올라가 熱이 심해지는 병이다. 즉
열로 인하여 火가 盛하여 痰火를 생성되며, 痰火로 인하여 心火가 유발
되는 장애이다.”46) “정신분열증은 恐과 관련된 불안정한 정서, 悲와 관
련된 무가치감이나 우울감, 思와 관련이 있는 망상, 환각등의 사고장애
가 복합되어 있는 장애”47)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은 痰飮, 火, 血의 이
46) 김태형, 양웅모(2020),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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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해 神이 소모되어 심신의 각종 기능의 장애가 유발된 상태가
된다.
이러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火 즉 熱氣로 인해 부족하게 되는 精
血을 보충해 주는 補血法이 필요하다. 이 보혈법으로서 七情 중 恐, 悲,
思의 감정과 관련된 증상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계는 活人心方
의 중 中和湯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치료법으로 분류하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思無邪 湯藥이다. 조현병은 자신의 내면에 조율되지 못한 여러
감정이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되고 이러한 인격체들이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며, 명령한다. 따라서 思考하고 思慮하는 마음에 다른 思考들이
개입되어 사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思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즉 개인에게 사회적 관계
의 단절이 생긴다면 사회적 인간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
미이다. 思考의 장애는 憤怒와 연결되며, 憤怒는 暴力으로 연결된다.
둘째 戒怒와 戒暴이라는 湯藥이다. 戒怒란 憤怒를 경계하고 憤怒의
실마리를 알아차림하여 그것이 폭발로 연결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戒暴이란 분노의 조절능력 상실 상태로서 恐惶이나 발작상태
이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재구조화 작업을 해야 한다. 분노
를 발생시키는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 신념이나 思考를 인지하고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역할 바꾸기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또 분노조절능
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리적 신념을 학습하고, 반복하며, 성찰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치료들이 바로 戒怒이며, 戒暴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
황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이 각자의 인격과 감정개체가 되어 일관성을
상실함을 막을 수 있다.

47) 위의 책,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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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퇴계는 인지치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신은 신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신적 문제는 생리적 현상으로 드러난다. 퇴계
는 말하기를 “매우 두려우면 머리털이 솟구치고, 놀라면 식은 땀이 나
고, 겁에 질리면 살이 떨리고, 부끄러우면 낯이 빨개지고, 슬퍼하면 눈물
이 나고, 당황하면 심장이 뛰고, 기운이 막히면 마비가 온다”48)고 하였
다. 심리학에서 개인의 두려움과 놀람, 겁에 질림과 창피함, 슬픔과 당황
함, 긴장으로 경직됨 등은 정서적 감정적 상태가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
난 것이다. 또 퇴계의 “신맛을 생각하면 침이 흐르고, 고약한 냄새를 말
하면 침을 뱉고, 즐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고, 슬픔 말을 들으
면 울음이 나고, 웃기는 말을 하면 얼굴이 고와지고, 슬픈 이야기를 하
면 얼굴이 일그러진다.”49)라는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삶에 있어
서 감각적 자극, 정서적 자극, 인지적 기준 등에 대한 말을 전했을 뿐인
데도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 발생한다. 이것은 思考作用이란 인지적 기능
이 생리적 반응과 정합적 관련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하나에 집
착된 인지적 기능을 변화시켜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거기에 합리적
신념을 가할 수만 있다면 생리적 반응 역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퇴계의 活人心方 중 ｢中和湯｣과 ｢和氣丸｣이 어떻게 심리
치료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
해서 퇴계의 이론중 心身不二的 觀點을 제기하였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
면 그것이 신체로 전이되어 五臟六腑에 병을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즉
마음에 발생한 장애를 치료하면 균형을 잃은 감정을 치료할 수 있다는
48) 活人心方, ｢活人心上｣, “悚則髮竪 驚則汗瀝 懼則肉戰 愧則面赤 悲則淚出
荒則心躚 氣則麻痺”
49) 活人心方, ｢活人心上｣, “言酸則垂涎 言臭則吐唾 言喜則笑 言哀則哭 笑則
貌姸 哭則貌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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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다. 活人心方은 퇴계 자신의 心身에 대한 治病活動을 통해 검
증한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제2장에서는 活人心方이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黃帝內經素問 등의 東洋醫學書를 참고로 하였다. 여기서 정신적 요인
은 생리적 요인과 불가분 관계를 가진다는 입장을 도출하게 되었다. 즉
五臟六腑의 생리적 건강과 질병은 감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감정이
합리적 신념에 의해 발생한다면 그 합리적 신념은 天理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사회적 관계와 함께 형성된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신념은 그것이 盜賊의 신념이든 聖人의 신념이든 감정의 和와
不和를 형성하고, 건강과 질병의 생리적 현상을 수반하게 된다는 의미이
다. 모든 병의 발생은 神明의 고요함을 잃은 心에서 나온 스트레스성 질
병이다. 神明이라는 정신적 영역으로 신념 및 감정은 개인이 현실적 상
황에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신념가 감정은 五臟六腑에 생리적 변
화를 동반한다.
또 精神疾患과 七情에 있어서 七情과 六欲의 발현은 그 자체 병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오히려 생존을 위한 정신적 방어기제이며, 생리적
욕구일 뿐인데 단지 사회가 지지하는 中庸을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될 때
정신적 장애로 판정되는 감정들일 뿐이다.
퇴계의 활인심방 중 中和湯과 和氣丸의 치료적 가능성의 원리란 다
름아닌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전이되는데 있다는 점이다. 中和湯이
란 30가지 인지적 지식과 감정적 태도 및 본능적 방어기제를 잘 섞어 만
든 약재이다. 和氣丸은 내면의 감정이 발현하는 다양한 氣에 대응하는
처방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和氣丸의 핵심은 위에서 언
급된 三字經에 대한 해석이다. 즉 一字經의 忍이란 시간을 두고 생각하
라는 의미이다. 시간은 인간의 격앙된 감정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二
字經은 합리적 사고와 다른 관점을 파악하라는 의미이다. 三字經은 자신
의 本分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본분이란 다양한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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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복합체이다. 이 세 요소는 바로 七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를 극복하는 공통된 약이라는 의미이다. 和氣丸의 핵심으로 시간과 합리
성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찰은 개인에게 주어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사고적 일탈을 순간적으로 바로잡는 묘약이다.
제3장에서 活人心方의 내용을 정신장애 중 공황장애와 특정공포증
및 調絃病과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동양의학에서 공황장애는 七
情傷 중 驚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그 근거에는 恐과 憂의 감정 상태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전제를 하게 된다. 그리고 驚으로 인한 증상은 사람
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中和湯으로 行好事, 謙
和, 存仁 등의 湯藥을 지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약물 처방은 공감능력을
높이고, 좋은 인간관계의 확충 및 심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정 공포
증은 스스로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 발생하는 공포증이며, 七情傷 중 恐
의 감정에 의지하는 증상이다. 恐 감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벗어나려
면 恐을 형성하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상대적 의식을 발견하고 그 문제
의식에 대한 다른 신념 및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活人心方의 ‘行方便’과 ‘戒怒’의 중화탕을 조제함으로써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 특정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청된 ‘戒怒’
약재는 분노에 대한 ‘멈춤’이란 판단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약효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調絃病의 동양의학적 견해는 恐과 관련된
불안정한 정서, 悲와 관련된 무가치감이나 우울감, 思와 관련된 망상, 환
각등의 사고장애가 복합된 장애이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戒怒와 戒
暴의 약재를 사용하여 탕약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장애로 인한 異常行動, 思考, 情緖, 生理的 반응 등
은 합리적 信念에 의해 치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퇴계는 太白眞人이
란 인물에 빗대어 주장하기를 “병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
다”50)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주장 또는 마음수양 정도의 언
급이 아니라 생리적 신체적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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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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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ow to use Toegye’ <Hoalinsimbang> / Jeong, Jae-Kwon
Is Toegye's <Hoalinsimbang(活人心方)> just a guide for health? Or is it a
supplementary guideline for realizing the ethical Neo-Confucianism?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ossibility that Toegye's <Hoalinsimbang> can be used as a
psychological

treatment

method.

Previous

studies

considered

Toegye's

<Hoalinsimbang> as a cultivation of ethical morality or simply a health care
method. Some researchers have tried to approach <Hoalinsimbang>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but they were not intended for direct psychiatric or
psychotherapeutic use. The items of ‘Junghoatang(中和湯)’ and ‘Hoagihoan(和永
丸)’ in the <Hoalinsimbang> have the meanings of ‘Decoction(湯藥)’ and ‘Pill

(丸藥)’.
This study assumes <Hoalinsimbang> as a psychotherapy prescription. In
man, both the mind and the body are part of the universe and at the same time
are inextricably linked. Disease occurs when the body fails to properly comply
with the five elements(五行), the laws of the universe. In addition, the heart is
the dominant of the Ojang(五臟) and when the Sim(心) is disturbed, the
circulation of the Ojangyukbu(五臟六腑) is not smooth, and the chiljeong(七情)
becomes a incongruent. As a result, diseases such as panic disorder, depression,
flower sickness, insomnia, anxiety compulsion, chronic fatigue syndrome, and
headaches occur.
In this study, the following three mental disorders will be examined. The first
of them is panic disorder. This disorder is caused by Gyung(驚) among
Chiljeongsang(七情傷), and the underlying emotions are Gong(恐) and eu(憂).
As a remedy for <Hoalinsimbang>, there are Tangyak, Junghoatang, Haenghosa
(行好事), Geumhoa(謙和), and Jonin(存仁).
The second is specific phobia. This symptom occurs based on th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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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ong during Chiljeongsang. In order to get out of the mental disorder
caused by Gong emotion, it is to discover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one's
own belief that forms Gong, and to find other beliefs and methods for that
problem consciousness. There are Haengbangpeon(行方便) and Geono(戒怒)
Junghwatang as treatments for <Hoalinsimbang>.
The third is Joheonbeung(調絃病). This disease refers to unstable emotions
based on Gong, feelings of worthlessness or depression based on Bi(悲), and
thinking disorders due to delusions and hallucinations based on thoughts. As a
cure for this, there is a Tangyak called Samusa(思無邪). Joheonbeung is a
disease that occurs when other thoughts intervene in one thought and fail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oughts. This medicine contains medicinal herbs
called Samusa, Geono, and Geopok(戒暴).
If you take it, you will be able to objectively understand your anger and cure
it. When looking at the above symptoms and treatment, <Hoalinsimbang> is not
simply an ethical claim or mind-training, but as a way to treat mental illness.
Key Words: Hoalinsimbang, Tangyak, Junghoatang, Hoagihuan, psychological
trea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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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향약의 육유(六諭) 수용과 변용*

성 해 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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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抄錄
동아시아 ‘육유’는 중국 明代에 탄생하였으나 청대 중기에 민중 교화의 덕
목으로 수용된 후 육유연의가 되어 유구국의 程順則에 의해 당시 유구 사
회와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봉건제도 유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
히, 이 육유연의는 일본에 널리 전파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 식민지 시
대에 조선에도 전파 ․ 수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육유’ 혹은 육유연의
의 조선 수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이미 1500년
대의 조선 향약에 ‘육유’가 접목되고, 근대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유입
된 육유연의의 판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육유’가 일본식민지 시대의 황
민화 교육에 사용되었음에도 현재 한국 학계에서 ‘육유’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 ․ 유구 ․ 일본 ․ 조선’으로 이동한 육유연의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3489).
**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교수
❙ 논문투고일: 2021.04.29 / 심사개시일: 2021.05.17 / 게재확정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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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국에서의 수용과 변용 중에서도 일본과 중국에 비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조선 향약의 ‘육유’ 도입과 수용, 유학자들의 ‘육유’ 인식과 보급 등
을 중심으로 조선에서의 ‘육유’ 및 육유연의의 수용 및 변용에 관해 고찰하
였다.
주제어: 향약, 조선, 육유, 육유연의, 서민교육

Ⅰ. 들어가면서
근세 동아시아에서는 공자 ․ 맹자로 대표되는 유가 사상이 많은 부분
을 선점하고 있었는데, 이는 仁義나 王道의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일반
대중들보다 위정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다. 즉 물이 아래로 흐르듯
이 위정자가 덕을 갖추어 그 은택을 민중들에게 적시면 자연스럽게 평
화롭고 안정된 與民同樂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
에게 요구되는 도덕이나 권선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서
적이 六諭衍義이다. 이 육유연의는 1388년 명나라 태조 洪武帝(朱元
璋, 1328-1398)가 민중 교화를 위해 제작 ․ 공표한 勅撰書 敎民榜文의
‘六諭’(①孝順父母-부모에게 효도하라 ②尊敬長上-연장자를 공경하라 ③
和睦鄕里-鄕里를 화목하게 하라 ④敎訓子孫-자손에게 교훈하라 ⑤各安
生理-각각 삶의 이치에 만족하라 ⑥毋作非爲-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마라)에 청대의 范鈜(생몰연대 미상)이 인륜 도덕적인 해설을 붙여 간행
한 것이다.
그 외에도 명말 청초에 太上感應篇 ․ 陰騭錄 ․ 功過格 등 서민 대
중들을 위한 권선서가 항간에서 유행하였다. 또 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육유연의에 앞서 1368년 역시 태조 홍무제 때 范立本
(생몰연대 미상)에 의해 간행된 删山明心寶鑑이 있다.1)
이 명심보감은 유 ․ 불 ․ 도의 사상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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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道義 哲學을 비롯하여 생활상
의 사소한 행동 규범에서 정치이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중국 ․ 조선 ․ 일본 ․ 유구 ․ 베트남 등 동양의 지식
인들이 항상 곁에 두고 애독했다.2) 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에게도 알려
져 동양의 한문 서적 중에서는 최초로 1592년에 서양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 명심보감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출간된 것만은 아니고, 위정
자를 포함한 모든 신분층의 사람들을 위한 도덕서였다. 반면 육유연의
는 오직 서민 대중만을 위한 권선서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었다.
육유연의의 전 단계인 ‘육유’가 이미 조선 향약에도 접목되고 일본
으로부터 유입된 육유연의의 판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본식민지
시대의 황민화 교육과도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학계에
서는 ‘육유’ 혹은 육유연의의 조선 수용과 관련된 인식이나 육유연
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그러므로 그중에서도 중국 ․ 유구 ․ 일본 ․ 조선으로 이동한 육유연의
의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수용과 변용 중, 일본과 중국에 비해 선행연구
가 거의 없는 조선에서의 수용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동아시아 육유연의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육유연
의의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수용과 그 영향을 문화적 ․ 윤리적 측면에서

1) 中國 國家圖書館 普通古籍閱覽室收藏, 1368년 간행의 范立本撰의 删山明心
寶鑑. 성해준, 일본 명심보감의 전래와 수용연구, (學古房, 2016). p.13.
2) 간행 후 1587(万曆15)년 明實錄에 洪武帝의 勅選書로서의 기록과 明代의
文士 王衡, 張文啓 등의 고위 지식인들이 접한 기록이 있다. 명대 말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邪敎인 白蓮敎의 대항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1626년에 ｢和刻本｣이 간행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의 선교사 하비안의
金句集 및 五山僧 東陽英朝의 禪林句集에 인용된 것을 시작으로 에도
시대의 藤原惺窩나 林羅山을 비롯하여 野間三竹, 前田綱紀, 小瀨甫庵, 淺井
了意, 貝原益軒 등의 위정자나 지식인들이 자신의 서적에 인용하였다.
3) 六諭衍義관련 연구는 “성해준, ｢琉球의 退溪, 程順則의 삶과 學問｣, 退溪
學報 143輯,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2018) : 성해준, ｢程順則의 六諭衍義
와 서민교육｣, (退溪學論集, 2018) 22號.”의 연구가 유일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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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면서 조선 유학자의 ‘六諭’ 언급과 향약에의 ‘육유’의 인식과 도입
등 조선에서의 수용과 변용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중국 일본에서 큰 역할을 한 ‘육유’의 이동과 수용과정을
조선 향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육유’의 이동과 조선 향약의 ‘육유’ 도입
먼저 육유연의의 동아시아 이동과 조선 향약의 ‘육유’ 도입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명대의 홍무제에 의해 1388년 ‘六諭’가 만
들어지고, 청대의 범횡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 배경으로 명 ․ 청대의 향약
에 명 태조의 ‘육유’가 중심 강령이 되어 조직제도를 정비하면서 유교적
교화를 중시하였다.4) 따라서 1670(康熙9)년에 반포된 ｢聖諭十六條｣는 ‘육
유’가 淸朝의 향약 체계를 돈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保甲制5)도 강
희제 시기에 적극적 시행으로 제도적 확립을 이루어 청나라 초기 첫 漢
族 세력에 의한 반란으로 운남성의 呉三桂(1612-1678), 광동성의 尙之信
(?-1680), 복건성의 耿精忠(?-1682)이 일으킨 난인 三藩의 亂(1673-1681)6)을
4) 段自成, ｢论清代的乡村儒学教化—以清代乡约为中心｣, (孔子研究, 2009).
5) 보갑제의 계기가 된 것은 1070년에 문필가이자 新法개혁 정책을 편 정치가
였던 王安石(1021-1086)의 브레인으로 開封府界 常平廣惠倉 겸 農田水利差役
使인 趙子幾가 향촌의 치안 확보를 위해 그 시행을 건의한 것이다. 초기 보
갑제는 主戶․客戶를 불문하고 인근의 10家를 1保, 50가를 1大保, 500가를 1都
保라는 3급제로 조직하였다. 주호 가운데 부유하며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각 조직의 장으로 保長, 大保長, 都保正 및 副都保正을 뽑았다. 이들이 2丁
이상인 家에서 保丁을 뽑아 자위단을 편성하여 연대책임을 바탕으로 도적과
간사하고 나쁜 일을 획책하는 간사하고 사악한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
다. 이때 선발된 보정은 금지된 무기 외에 주로 弓箭 등의 무기를 갖추고 무
예를 익히며, 대보마다 매일 밤 5명의 보정이 輪番으로 경비를 담당했다. 명
대에 들어와서는 里甲制 체제하에 里 老人을 중심으로 향촌 질서유지에 활
용되었다. 두산백과
6) 보통 삼번의 난은 呉三桂 등이 일으킨 내란을 말하며, 삼번은 명나라가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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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康熙20)년에 평정한 후, 송대 및 명 청대에 걸쳐 향촌 질서를 유지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708(康熙47)년 전국에 보갑제 시행령을 내려
1381년 명 태조 홍무제 때에 지방 말단 행정 기관인 현 아래에 실시한
향촌 조직인 里甲制7) 실시의 치안 확보와 조세 징수, 계몽 등 농민을 다
스리는 鄕村組織을 대신하여 향약과 보갑제가 향촌 지배제도로 정착하
게 되었다. 또 향촌에 講約所를 설치하여 聖諭廣訓8)을 마련하여 約正과
直月을 뽑아 매월 朔望에 향촌의 耆老와 독서인 등이 聖諭廣訓을 講解
하면, 約正과 直月 등이 향촌에 돌아가 취지를 설명하고 聖諭講解9)를 전
파했다.10) 이처럼 명대부터 시작된 향약과 보갑제의 관계가 청대 말기까
지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육유’는 조선에도 전파되어 조선의
지방단체의 향인들이 선행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인 ‘鄕約’에
도 영향을 미쳤다.
향약에 적극적으로 도입된 이 ‘육유’가 청대에는 육유연의로 확대되
어 1708년에는 유구(현 오키나와현) 왕국의 문학가이자 정치가였던 程順
則(테이 쥰소쿠, 1663-1734)에 의해 유구로 전해 내려와 유구의 서민교육
서가 되었다.11) 당시 유구는 중국의 조공국이기는 하였으나 독립 왕국으
후 남쪽으로 망명한 정권(南明)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경우는 남쪽으로 망
명한 정권을 前三藩, 呉三桂 등의 반란을 後三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난
을 일으킨 후 투항했으나 모두 처형되었다.
7) 里를 도시에서는 坊, 도시 주변에서는 廂이라고 한다. 기존 촌락 공동체 질
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농가 110호를 1리로 편성하였다. 이 110호 가운데
토지 및 장정 수가 많은 집 10호를 가려 이장호로 삼고, 남은 100호를 갑수
호로 하여 10甲으로 나누고 1갑은 11호로 편성하였다. 매년 이장 1명과 각
갑에서 뽑힌 10명의 갑수가 돌아가면서 향촌의 조세와 부역을 완수하고 변
동된 호구조사 보고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元나라 말기에는 각지에 촌락조
직이 있었으나, 1381년 전국에 일률적으로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두산백과
8) 淸代의 ‘聖經’으로 칭해진 도덕 교화 문헌이다. 전파는 향약의 강약소 외의
文本 자체의 流傳이나 학교 교육과 과거시험 관련 규정 등의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雷伟平, ｢圣谕广训传播研究｣, (华东师范大学 硕士論文, 2007).
9) 청대의 鄕約을 칭하여 ‘講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었다.
10) 송정수, ｢향촌 조직｣, 오금성 외 지음 명청시대사회경제사, (이산, 2007).
11) 1706년 당시 程順則은 44세로 進貢正議太夫가 되어 진공 사절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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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직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 유구처분(1879년)이 되기 이전이었다.
그가 중국에서 유행한 육유연의를 눈여겨보고 사비까지 들이면서 출
판한 것은 이 서적이 유구의 민중 교육에 적합한 내용으로 인간의 마음
을 선으로 순화시키기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책은 유구에서 사츠마번(薩摩藩)의 시마즈 요시타카(島津吉
貴, 1675-1747)를 통해 1719년에 일본 에도(江戶)의 8대 장군 토쿠가와 요
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에게 헌상되었다. 그 후 요시무네의 명령으로
당대의 저명한 유학자인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나 무로 큐소
(室鳩巢, 1658-1734) 등에 의해 1721년 9월 15일에 일본화된 계몽서로의
육유연의로 탈바꿈하여 알기 쉬운 일본어 해설서도 추가하여 간행되
었다.12) 그 후 두 사상가의 손에 의해 편찬된 육유연의는 六諭衍義大
意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는 많은 판본을 거듭 출판하면서 당시의 교육
기관인 藩校와 寺子屋을 통해 교육서이자 도덕서로 일본 전국에 퍼져
도쿠가와 정권의 서민교화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 후 메이지 시대로 정
권이 바뀐 뒤에는 메이지유신의 ‘敎育勅語’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근대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에서 조선에 전파된 육유연의와
육유연의대의가 아동들의 도덕 교육서로 활용되었다. 즉, 육유연의
는 중국에서 유구의 민중도덕서로, 유구에서 사츠마와 일본 본토로, 다
시 조선으로 전파되면서 정순칙의 바람대로 근세 동아시아인들의 마음
을 선으로 순화시키기 위한 민중 교육을 위한 도덕서로서 역할이 컸다.
이와 같이 육유연의는 중국에서 유구로 수용되어 유구의 대표적인
도덕서가 된 후, 일본에 널리 전파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는 한국에도 전파 ․ 수용되었다. 또 이미 조선 시대의 향약

책임자로 중국에 갔다가 2년 뒤의 귀국길에 六諭衍義를 사비로 출판하여
유구에 전파하였다. 현재에도 나고(名護) 지역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도덕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여러 형태로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12) 성해준, ｢유구의 도덕서 六諭衍義의 板本考察, (退溪學論叢, 2019)33.
pp.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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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육유’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먼저 조선 향약의 ‘육유’ 도입을 살펴보면 조선에서도 명 청대와 비슷
하게 향약 시행에서 面里制가 수용되어 官主導의 향촌 사회 통제책이
실시되었다.13)
구체적으로는 주자학이 정착되는 16세기 초기인 1517년에 경상감사
慕齋 金安國(1478-1543)14)이 朱子 增損의 ｢增損呂氏鄕約｣을 諺解하여 刊
印하였다.15) 이때 향약 보급은 사림세력이 향촌의 鄕員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지만, 士禍로 사림 세력이 탄압을 받고 한동안 부활하지 못하였다.
그 후 16세기 후반에는 성리학의 定着 ․ 深化와 주자 향약을 기본으로 하
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시행 주체와 규모 및 지역 등에 따라 鄕規 ․ 一鄕
約束 ․ 鄕立約條 ․ 鄕憲 ․ 面約 ․ 洞約 ․ 洞契 ․ 洞規 ․ 村約 ․ 村契 ․ 里約 ․ 里社契
등으로 불렀다.16)
물론 조선에서는 이전부터 향약과 유사한 성격의 계 조직이 있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는 주자학과 함께 小學에 呂氏鄕約의 내용을 수용
하였고, 그 후 ①퇴계의 예안향약과 ②율곡의 서원향약 등 향약의 내용

13) 김인걸, ｢朝鮮後期 鄕村社會構造의 變動｣,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간
행위원회 편, 사학논총: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삼영사, 1985).
14) 본관은 義城, 趙光祖 등과 함께 金宏弼의 문인으로 도학에 통달하여 至治
主義 사림파의 선도자가 되었다. 1517년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어 각 향교
에 소학을 권하고, 農書諺解 ․ 二倫行實圖諺解 ․ 呂氏鄕約諺解 ․ 正
俗諺解 등의 언해서를 간행 ․ 보급하며 향약 시행의 교화사업에 힘썼다. 기
묘사화 때, 파직되었다가 1532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 · 대사헌 · 대제
학 · 찬성 · 판중추부사 · 世子貳師 등을 역임하였다. 1541년 병조판서 때에는
천문 · 역법 · 병법 등에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물이끼[水苔]와 닥[楮]
을 화합시켜 가는 털과 같은 이끼를 섞어서 뜬 종이인 苔紙를 왕에게 바치
고 이를 권장하였다. 저서로는 慕齋集 ․ 慕齋家訓 ․ 童蒙先習 등이 있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5) 이근명, ｢朱熹의 增損呂氏鄕約과 朝鮮社會 -朝鮮鄕約의 特性에 대한 檢討
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45, (한국중국학회, 2002).
16) 鄕規는 鄕約의 일종으로 조선의 경우 사족들의 향촌 자치 조직적 성격이
강하며 鄕約과 鄕規를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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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전되었다.17)

(전북 남원의 대방향약소)
주자가 增損한 朱子增損呂氏鄕約이 ①퇴계의 예안향약에서는 처벌
의 경우, 양반 사족층을 포함하여 향리와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 예안향약은 지방자치 조직을 표방하면서 각종 세금 납부․군역․부역
등 국가의 공적 의무에 대한 양반 사족층의 자기 규제를 강조하였다. ②
율곡의 서원향약에서도 입의 ․ 조목 ․ 향행독약법으로 구성되어 체계가 갖
추어졌다. 또 조직구성에도 도계장 ․ 계장 ․ 동몽훈회 및 색장 ․ 별검으로
구성되어 주자의 것과 차이를 보이며 지방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위와 같이 퇴계의 예안향약과 율곡의 서원향약은 유학적 소양을 지닌
지방의 유력 사대부 중심의 지방자치 조직으로 향약 운영의 실질적 주
체로 지방민을 다스리기 위한 규칙인 향약의 약조를 제정한다는 공통점
이 있다. 동시에 지방의 자치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관계를 맺
고 규칙을 위반했을 때 자체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은 국가를 가족의 확
대로 보는 공맹의 유학 사상과도 관계가 있다. 시기가 지나면서 守令權
으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이 향약보다 面里制를 기본 매개로 郡縣 내부에
17) 王守仁이 실시한 향약이 모범이 되어 확산한 것은 주자 향약을 수용하여
‘조선 향약’으로 변용시킨 퇴계와 율곡의 향약이 16세기 후반 이후 확대 발
전되었다. 정진영, ｢조선 시대 성리학적 향촌 자치제의 전개와 추이｣, 韓
國儒學思想大系 Ⅸ(社會思想編), (한국국학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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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하였다. 이로 인하여 민간자치 기구로써 민간에 의한 사회통제시스
템이었던 향약은 17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수령권이 확보되면서 官府
가 개입하는 국가 사회통제인 관치로 변하였다. 동시에 官權이 늘어남에
따라 향약은 수령의 정령을 반포 하거나 賦稅責納機構로의 성격적 변화
조짐을 보였다.
향약이 지방 수령의 하부 행정기구의 하나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조선 향약에도 명 태조의 ‘육유’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중국에서 권선
징악의 相互共濟를 목적으로 북송의 呂大臨(1044-1091)이 勸善懲惡 ․ 禮俗
相交 ․ 過失相規 ․ 患難相恤의 4綱領을 자신의 향리에서 행하고 남송의 朱
子(1130-1200)가 그 呂氏鄕約을 수정하여 朱子增損鄕約을 주자학에 수용·
보급시켰다. 명의 왕양명도 여씨향약을 수정하여 향약에 ‘육유’를 수용하
면서 ‘육유’의 내용이 생활실천 윤리로 당시 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다. 당
시 조선에서도 중국에서의 사회적 성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육유’를
향약에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조선 향약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
해서는 일본 식민지시대에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타카하시 토루(高橋
亨, 1878-1967)에 이어 타하나 타메오(田花爲雄)가 조선 향약의 ‘육유’ 인
용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타카하시 토루는 ｢栗谷先生と鄕約｣18)에서 조선 향약의 시행이
중국사상과 철학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예로 조선시대 초기의 향약에서 지역 사회의 자치 규정으로 악질 鄕吏
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방의 品官들이 조직한 자치기구
인 留鄕所가 있다. 이 留鄕所와 지방 수령을 자문하고 보좌하던 자치기
구인 鄕廳과 양반들의 지방지배 기구인 鄕會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鄕規라고 했다. 이 향규의 이름을 ‘鄕憲’19)이라고 한 것이 명나라 태조의
18) 高橋亨, 朝鮮の鄕約.(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1931). p.62.
19) 넓은 의미에서는 향약을 향규라고도 하는데, 특히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
까지 함경도 함흥에서 시행된 지방자치 규약을 향헌이라고 하였다. 1903년
에 고종의 칙명으로 편찬 ․ 간행된 함경도 함흥의 향헌에는 1398년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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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言之敎｣, 즉 ‘육유’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태조가 ‘향헌’을 제정하였다
는 것이다.20) 또 향약을 善人 양성을 위한 이상적인 규범으로 간주하고
향약을 규정시킨 주요인물 중에서 은퇴 후, 해주 石潭에서 향약을 제정
하며 지방교화에 힘쓴 율곡을 주목하고 있다.
다음으로 타하나 타메오는 앞의 타카하시 토루처럼 조선 향약의 중국
종속성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저서 朝鮮鄕約文化史硏究21)에
서 조선에도 육유연의가 전파되어 향촌의 민중교화 역할을 수행하였
다고 하였다. 또 조선의 향약에 명태조가 내린 ‘육유’의 일부가 보이는
것은 명대의 향약이 수용된 것이며 조선에서 ‘육유’가 향약과 연결된 것
은 조선 향약사를 내용적으로 풍요롭게 하며 향촌에서 ‘육유’가 민중교
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타카하시 토루, 타하나 타메오 兩氏의 지적에 근거하여 고전
자료집 등 필자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당시 중국에 사신 등으로 왕래하
며 귀국 후에 중국에서 유행한 ‘육유’를 향약에 접목시키거나 향약과 ‘육
유’를 논한 학자로 다음과 같은 인물들과 저서가 있다. 먼저 ①유학자이
자 의병장인 重峯 趙憲(1544-1592)은 ｢東還封事｣에서, ②유학자이자 정치
가인 東溟 金世濂(1553-1646)은 ｢咸興府鄕約｣(東溟集)에서, ③조선 후기
의 문신인 眉叟 許穆(1595-1682)도 金世濂의 行狀(東溟集)에서, ④실학
자로 알려진 靑莊館 李德懋(1741-1793)는 靑莊館全書에서, ⑤유학자이
자 문신인 硏經濟 成海應(1760-1839)은 硏經濟全集에서, ⑥실학자 順庵
안정복(1712-1791)22)은 ｢二里洞約｣에서 각각 ‘六諭’를 언급하고 있다.
의 명에 따라 孝寧大君 李補가 쓴 ｢璿鄕憲目序｣가 있고, 권말에 1903년 朱
禎燮이 쓴 跋文이 있다. 권1에는 태조가 직접 제정한 41조의 향헌이 실린 ｢
太祖高皇帝御製憲目｣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효령대군이 권면해야 할 善目
21조와 경계해야 할 惡目 35조로 증보 ․ 반포해 시행한 ｢효령대군향헌｣이
있다. 박익환, ｢함흥 鄕憲․鄕規考｣, (한국사연구, 1989) 53.
20) 高橋亨, 朝鮮の鄕約,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1931). p.67.
21) 田花爲雄, 朝鮮鄕約文化史の硏究(歷史編) (鳴鳳社, 1972). pp.238-241.
pp.4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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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 유학자의 ‘육유’인식과 보급
앞장에 제시한 문헌 중에서 ①趙憲(1544-1592)23)의 ｢東還封事｣부터 살
펴보면 “조헌은 보고 들은 것을 서술하기를”로부터 육유에 관하여 언급
하고 있으며 그 내용 다음과 같다.
“臣이 보건대 山海關 서쪽으로부터는 마을마다 鄕約所, 遼陽 서쪽부터는 關
羽 사당이 많이 있는데 사당 앞이 넓어서 여러 사람이 모일만하므로 문에다
패를 달아 ‘향약소’라 했습니다. 撫寧24) 등 처의 고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매
달 초하루ㆍ보름에 향약 조직의 임원으로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約正과 宗親府․繕工監․
別軍職廳․訓鍊院에 두었던 從三品 관직인 副正, 鄕約 직책의 하나로 오늘날의
간사와 같은 直月 등이 知縣을 뵙고는 한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린 다

22) 본관은 廣州, 조선시대 후기 전통적인 봉건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던 제도
적 모순 속에서 조선의 전통적 가치와 유교 이념을 합리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 고민한 실학자였다. 독서광으로 후학 양성에 전념하며 고향으로 돌
아와 그동안의 저술들을 정리해 1756년 ｢二里洞約｣을 짓고, 이듬해 이를
바탕으로 목민관의 자세와 임관 정무에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정치서인 臨
官政要를 저술하였다. 정조가 세손 때, 교육을 담당하고 성리학 질문에 대
해 ‘李珥의 학설은 참신하지만, 自得이 많고, 李滉은 前賢의 학설을 존중하
므로 이황의 학설을 좇는다.’라고 하였다. 주요 치적으로 洞約․鄕約․鄕射禮
의 실시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3) 문신 ․ 유학자 ․ 의병장으로 李珥와 成渾의 문인으로 漁村 金滉(?-?)에게 詩書
를 배웠다. 이때 집이 몹시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옷과 신발이 다 해어졌어
도 눈바람을 무릅쓰고 매일 멀리 떨어진 글방에 갔다고 한다. 또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도울 때나 땔감을 베어 부모 방에 불을 넣을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1568년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정주목 ․ 파주목 ․ 홍주목
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士風을 바로잡았다. 聖節使 朴希立의 質正官으로 명
나라에 다녀와 ｢東還封事｣를 올렸다. 김진봉, ｢임진란 중 호서지방의 의병
활동과 지방사민의 동태｣, (사학연구, 1982) 34.
24) 평안북도 博川郡 嘉山面과 兩嘉面 일대의 옛 이름의 옛 고구려 땅으로 발
해의 영토였다가 고려 초기에는 信都郡이었다. 고려 광종 때 嘉州라고 하
였으며, 1221년에 撫寧縣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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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명령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永平 사람에게 물으니, “약정, 직월,
부정 등이 초하루ㆍ보름으로 府의 일급 행정 수장인 知府를 뵙고 月臺 위에
서 네 번 절하면, 지부가 의자에서 내려와 서서 절을 받고, 그 예가 같지 않은
것은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약정이 선비일 경우는 성례로 하고 지부도
절을 서서 받으며, 약정이 庶人인 경우는 성례를 책하지도 않고 지부 역시 앉
아서 받는 듯 하였습니다. 약정 등이 지부의 의자 앞으로 나아가 서서 같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가르침이 끝나면 한 번 읍하고 물러 나와서 각각 그
처소로 가서 향약에 든 사람들을 모아 서로 禮讓한 뒤에 배운 것을 가르치는
데, 그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효순(孝順父母)하고 어른을 존경(尊敬長上)하
고 이웃과 화목(和睦鄰里)하고 자손을 가르치며(敎訓子孫) 농사와 누에치기를
부지런히 하며(勤作農桑) 의롭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不爲非義) 등의 條目이
다.”하였습니다. 이것은 高皇帝가 정한 가르침입니다. 그 조목이 자세하게 갖
추어진 것은 呂氏鄕約만 못하오나 그 강령이 간결해서 쉽게 백성들이 깨우칠
수 있기때문에 마을 담벼락에 붙여 서로 외우고 익히며 그 내용을 모두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父子와 형제가 밥을 따로 끓여 먹고 있다고 할지
라도 차마 分家는 하지 못했으며 婦姑와 姊姒가 서로 싸우고 헐뜯지 않았습
니다. (중략) 신이 古老에게 들으니, “기묘년에 寧邊의 백성이 가난해서 능히
그 어버이를 공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다가 버린 자가 있었는데 향약의
글이 조정에서 내렸다는 말을 듣고 그날로 어버이를 모셔다가 공양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어찌 좋은 풍속(효행)이 이루어지지 않겠
습니까? “비록 지금 이 글을 인쇄하여 반포하였으나 다만 禮房의 책상 속에
방치된 상태이고, 수령이 마음을 두지 않아서 민간에게 그윽이 보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같이 글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교화하지 않는데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고황제(중
국)께서는 敎條를 반포해서 이미 수령들로 하여금 父老를 모아 놓고 알리게
하고도, 또 里正으로 하여금 木鐸을 갖고 거리를 순회하여 계몽하게 하였다.”
고 합니다. 아무리 良知 ․ 良能이 있는 자일지라도 반드시 착한 말과 착한 행
동을 익히 보고 들은 연후에야 가히 분발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백성에게 일깨우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 않고서 자기들 멋대로 하
도록 맡겨 두는 것은 수령이 게으른 탓으로 착한 백성이 흥기 하지 않는 까
닭이 되기도 합니다.25) 宋史(東還封事26) 先上八條疏 갑술년(1574, 선조7) 11
25) 臣竊見山海以西. 每村立鄕約所. 遼陽以西. 多有關羽廟. 廟前閑敞. 可以會衆.

조선 향약의 육유(六諭) 수용과 변용 79
월 [鄕閭習俗]27)

상기에서 조헌은 ‘육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당시 중국에서 황제의
명령에 의한 ‘육유’의 公布와 수용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중국이나 일본의 ‘육유’와 육유연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
하지 않은 鄕約所의 위치와 禮의 전파 방법이나 교육 내용과 성격, 그리
고 향약 실시 효과와 조선에서의 육유반포, 수령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중국에서의 구체적 사항으로 ①鄕約所의 위치로는 마을마다 있
는 關羽사당 앞의 사람이 모일만한 넓은 장소의 문에다 ‘鄕約所’라는 패

故作門懸牌曰. 鄕約所. 問于撫寧等縣人則曰. 每月朔望. 約正，副正，直月.
會見于知縣. 只一拜三叩頭而聽命. 問于永平人則曰. 約正，副正，直月等. 以
朔望會見于知府. 四拜于月臺上. 則知府降椅立受. 其禮不同者. 臣之愚意. 竊
恐爲約正者是士人. 則責以成禮. 而官亦立受. 爲約正者. 是庶人. 則不責其成
禮. 而官或坐受也. 約正等. 進立于知府椅前. 同聽其敎. 聽訖. 一揖而退. 各於
其所. 會其約中之人. 相與爲禮. 而講其所聽之敎. 所敎者是孝順父母. 尊敬長
上. 和睦隣里. 敎訓子孫. 勤作農桑. 不爲非義等事. 而高皇帝所定之敎也. 其目
詳備. 雖不及于呂氏鄕約. 而其綱簡切. 易以牖民. 故民咸信之. 村巷之間. 多有
列書于墻壁. 而相與誦習. 是以父子兄弟. 雖多異爨. 而不忍分門割戶. 婦姑娣
姒. 不相勃奚. (中略) 臣聞之故老. 己卯之歲. 寧邊之民. 有貧不能養其父. 而棄
之於壑者. 聞鄕約之書. 降自朝廷. 卽日迎歸. 而竭力以養焉. 嗚呼. 若此不已.
則幾何而不爲善俗乎. 今雖印頒其書. 徒藏於禮房之笥. 而不經于守令之心. 民
間雖有竊聞願見之人. 而一不聞書中之意如何. 則寧有不待敎而之善者乎. 臣
聞 高皇帝頒敎條. 旣使守令. 集父老而告之. 又令里正. 執鐸徇路而遍曉之. 雖
有良知良能者. 必待善言善行之習於聞見. 然後乃可思奮. 而國家之所以牖民
者. 播告不豫. 聽其自爲. 所以守令之怠惰. 而善人之不興也. 宋史 東還封事
先上八條疏 갑술년(1574, 선조7) 11월 ｢鄕閭習俗｣
26) 조선 중기의 문신 조헌의 상소문을 그의 제자 안방준이 엮은 책으로 목판
본 1권 1책이다. 규장각도서 ｢東還封事｣의 제목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밀
봉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1574(宣祖7)년 趙憲이 지은 것으
로 사신을 따라 明나라에 質正官으로 다녀와서 명나라의 문물제도 중에 조
선에서 시행할 만한 일을 기록하여 엮은 책이다.
27) 향촌의 풍속을 순화시키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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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았다. 거기에서 ②향약 실시와 실무로는 매달 초하루 ․ 보름에 향약
조직의 임원으로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실
무적 중추역을 하는 約正과 宗親府․繕工監․別軍職廳․訓鍊院에 두었던 從
三品 관직인 副正, 鄕約 직책의 하나로 오늘날의 간사와 같은 直月 등이
知縣을 만나 1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린 다음 명령을 듣는다. 祭禮
실무직책 신분에 따른 인사 방법과 그러한 통과 의례를 끝낸 후, 약정
등이 지부의 의자 앞으로 나아가 서서 같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가르
침이 끝나면 한 번 읍하고 물러 나와서 각각 그 처소로 가서 향약에 든
사람들을 모아 서로 禮讓한 뒤에 배운 것을 가르쳤다. 각각 처소로 가서
향약에 든 사람들을 모아 ‘육유’를 강의했다는 등 선민에게 ‘육유’ 교육
내용과 방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③교육 내용 조목이 呂氏鄕約처럼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高皇帝(중국)
가 정한 가르침으로 그 강령이 간결하여 백성들이 쉽게 깨우칠 수 있으
므로 마을 담벼락에 붙여 서로 외우고 익히며 그 내용을 모두 믿고 따
랐다고 한다.
또 ④향약소의 육유교육 효과로는 대가족이 대세인 시대에 父子와 형
제가 밥을 따로 끓여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차마 分家는 하지 않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婦姑)와 시누이와 손위 동서(姊姒)가 서로 싸우고 헐
뜯지 않았다. 또 백성이 가난해서 자신의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고 구덩
이에 버린 자가 있었는데 향약의 글이 조정에서 내려졌다는 말을 들은
즉시 부모를 데리고 와서 공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⑤조선에서의 반포와 전파 노력으로는 중국의 명 청대의
황제는 敎條를 반포해서 수령들에게 父老를 모아 놓고 알리게 하고, 里
正으로 하여금 木鐸을 갖고 거리를 순회하며 계몽하였는데, 조선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성행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조선에서도 비록 글을 인쇄하여 반포하였으나 禮房의 책상 속에 방
치된 상태로 수령이 마음을 두지 않아서 민간에서 보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같이 글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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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국가가 백성에게 일깨우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 않고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수령이 게으른 탓으로 착한 백성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 되므로 교화하지 않고 착한 백성을 바랄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돋보이는 것은 조선에서도 중국과 같은 ‘육유’ 수용을 주장
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중국에서는 ‘육유’를 담벼락에 게시하여 모두
믿고 서로 외우며 익히게 하니 가족의 불화가 없이 和順하고, 윗사람과
지배자들에게 순종적인 사람이 되고, 오랑캐 풍속에 젖어 있던 遼東이나
蘇州지역 사람들도 풍속이 쇄신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덕이 있는 연로한 사람들이 목탁을 치며 마을을 순회 계몽한
것처럼 良知良能이 있는 사람에게도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28)
즉 조선에서도 한때, 明 ․ 淸 시대의 예처럼 향약과 관련하여 “六諭를
頒布하였으나 국가의 시행력이 약하여 백성에게 널리 알리지 않고, 멋대
로 하도록 맡겨 두는 것은 백성이 떨치고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비록 지금 이 글을 인쇄하여 반포하였으
나”처럼 조선에서도 중국의 明․淸 시대와 같은 ‘육유’의 頒布 시도는 있
었으나 국가나 지방 수령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보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金世濂(1553-1646)29)의 東溟先生集 권6 雜著 ｢咸興府鄕約｣30)
28) 今雖印頒其書. 徒藏於禮房之笥. 而不經于守令之心. 民間雖有竊聞願見之人.
而一不聞書中之意如何. 則寧有不待敎而之善者乎.
29) 본관은 善山, 22세에 생원 ․ 진사시에 합격하여 1616년 증광 문과에서 장원
급제하여 예조좌랑이 되어 侍講院司書를 겸임하였다. 1636년 통신사 부사
로 선발되어 일본에 다녀온 뒤,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641년 늙은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외직을 지원해 안변도호부사 ․ 황해도관찰사를 지내
면서, 近思 ․ 小學 ․ 性理字義 ․ 讀書錄 등을 간행하고 향약을 실시하
는 등 도민의 교화에 힘썼다. 만년에는 경서 연구에 전력했고, 문장이 아름
다웠으며 특히 시문에 능하여 김세렴을 가리켜 金鎏는 ‘眞學士’로, 鄭經世
는 ‘당대 제일의 인물’이라고 칭송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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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렴이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1654(인조22)년 2월에 평안북도 관찰
사로 전직할 때까지 재임했을 때 작성한 ｢咸興府鄕約｣에 명태조의 ‘육
유’가 수용․결합되어 있다. ｢咸興府鄕約｣에서 김세렴은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삼가 진실로 명태조 고황제의 ‘육유’ 8조를 주로 하고, 善惡勸戒는 모
두 주자의 增損 조례를 사용한 것이다.”31)라고 한 것과 같이(東溟先生
集 권6).32) ‘육유’를 주로 하여 주자가 增損한 呂氏鄕約의 덕업 항목과
일치하는 善惡勸戒를 사용하였다. 呂氏鄕約의 이른바 ‘향약의 조목’에 의
앙연구원.
30) 一. 春秋行講信禮. 約長率大小上下齊會. 直月中坐. 抗聲讀六諭八條. 使百姓
男女皆得通曉. 讀畢. 有罪者科罰. 善人則嘉奬. 男女異行. 坐以年齒. 兩班爲上
廳. 下人爲下廳. 各提酒果. 相與獻酬. 飮畢乃罷. 令下有司糾戒. 俾無醉呼失儀
之患. 大社則各面約長. 各其社中設行. 會日以三月三日九月九日. 有故則要不
出此月內設行. 貧不能辦酒果者. 亦許往參. 有事故者. 不必強之. 其中故不參
者. 從公論論罰. 一. 以六諭導萬民. 一曰孝順父母. 二曰尊敬長上. 三曰友愛兄
弟. 四曰敎訓子孫. 五曰和睦鄕里. 六曰各勤生理. 百姓如有此等卓異之行. 僉
議報官. 以爲崇奬之地. 使有所觀感. 此外如有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御僮僕. 能肅家政. 能擇交遊. 能守廉介. 能救患難. 能
導人爲善. 能規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執事. 能斷鬪爭. 能決是非. 能興利
除害. 能居官擧職. 至於讀書治田. 營家濟物. 畏法令謹租賦. 好禮樂射御書數.
是謂德業. 互相勸勉. 會集之日. 相與推擧. (中略) 世道之弊. 莫亟於人心風俗.
而財賦刑罰次之. 說者徒咎人心風俗不古. 此則非民之罪也. 良由上之人鮮以
古道敎化. 庶幾古道者. 其惟鄕約乎. 鄕約始於藍田呂氏. 至朱夫子又加增損.
卽周禮以鄕三物敎萬民. 交書德藝. 又以鄕八刑. 糾戒其不率者是也. 不佞忝按
茲邦. 不揆鄙劣. 妄謂風俗不可不先正. 直以古今異宜. 鄕閭上下. 勢且不同. 謹
將 太祖高皇帝六諭八條爲主. 善惡勸戒. 全用朱夫子增損條例. 至於講信護喪
等節. 參以國俗. 使行之者順便而易知. 人心風俗. 可使復古. 若曰迂闊故事也.
則人心風俗. 果若江河之不可挽耶. 雖然欲行鄕約. 先立社學. 旣立社學. 當設
社倉. 旣設社倉. 必行保甲. 此四者竝擧一行. 然後方可與論治. 世之君子以爲
如何. 癸未 月日. 觀察使兼巡察使咸興府尹金世濂書.
31) 謹將 太祖高皇帝六諭八條爲主. 善惡勸戒. 全用朱夫子增損條例.
32) 조선 후기의 학자 鄭斗卿(1597-1673)의 시집으로 1646년에 간행하였다. 11권
3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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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향약 전체의 구상은 ‘육유’로 만민을 이끌고 8조로 ‘直月은 中
座하여 소리를 높여서 ‘육유’ 팔조목을 읽게 하고 백성 남녀가 모두 밝
게 알도록 한다.33)’ 라고 한 것처럼 이 향약에 ‘春秋 講信禮인 讀約의 법
을 도입하였지만 읽는 사람은 ‘육유’로써 백성 만민을 인도하는 조목이
라는 ‘육유’의 팔조목 이었다(｢함흥부양약｣ 제8조). ‘육유로 만민을 이끄
는데, 첫째로 부모에게 효순하라(孝順父母). 두 번째로 어른들을 존경하
라(尊敬長上). 세 번째로 형제에게 우애 있게 하라(友愛兄弟). 네 번째로
자손들을 가르쳐라(敎訓子孫). 다섯 번째로 향리 사람들과 화목하라(和睦
鄕里). 여섯 번째로 각자 생업에 근면하라(各勤生理). 백성들에게도 이것
들을 돋보이게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보고하고 이로써
숭상하고 장려하는 지역이 되어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34)(同 제
9조)’라고 하였다. 또 ‘선을 보면 반드시 행하라는 見善必行’을 시작으로
하여 스물다섯 개 정도의 善에 대한 항목이 제시되어 선행자는 ‘집회 날
에 서로 적극적으로 추천한다.35)’라고 하였다. (同 제9조)
咸興府鄕約에서 김세렴은 진실로 명태조 고황제의 ‘육유’ 8조를 주로
하고, 善惡勸戒는 모두 주자의 增損呂氏鄕約의 조례를 사용한 것이라
고 한 것처럼 덕업 항목과 일치하는 善惡勸戒를 사용하였다. 향약 전체
의 구상은 ‘육유’로 만민을 이끄는데, “孝順父母, 尊敬長上, 和睦鄰里, 敎
訓子孫, 各安生理, 無作非爲”로 중국 ‘六諭’의 내용을 변용시켜 남녀 구

33) 直月中坐. 抗聲讀六諭八條. 使百姓男女皆得通曉. 讀畢.
34) 以六諭導萬民. 一曰孝順父母. 二曰尊敬長上. 三曰友愛兄弟. 四曰敎訓子孫.
五曰和睦鄕里. 六曰各勤生理. 百姓如有此等卓異之行. 僉議報官. 以爲崇奬之
地. 使有所觀感.
35) 此外如有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御僮僕. 能肅
家政. 能擇交遊. 能守廉介. 能救患難. 能導人爲善. 能規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執事. 能斷鬪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擧職. 至於讀書治田. 營
家濟物. 畏法令謹租賦. 好禮樂射御書數. 是謂德業. 互相勸勉. 會集之日. 相與
推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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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없이 모든 백성을 일깨워 도리를 알리고 선행을 하도록 하였다. 또
착한 일을 보고 반드시 행하라는 見善必行을 시작으로 善에 대한 항목
을 제시하며 善行을 권유하며 육유의 적극적 수용과 보급을 강조했다.
이 일부 내용의 변화가 조선에서의 변용 수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許穆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③許穆(1595-1682)36)의 金世濂의 ｢行狀｣, 東溟先生集 附錄37)
‘삼가 진실로 명태조 고황제의 육유 8조를 주로 하고, 善惡勸戒는 모
두 주자의 增損 조례를 사용한 것이다.(謹將 太祖高皇帝六諭八條爲主.
善惡勸戒. 全用朱夫子增損條例.)’라고 하였다.
여기의 허목 역시 東溟集에서 향약에 명태조 고황제의 ’육유‘ 8조를
주로 하고, 善惡勸戒는 모두 주자의 增損 조례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육
유’를 善을 권장하고 惡을 징계하는 勸善懲惡의 상징으로 하고 있다.
④李德懋(1741-1793)38)의 靑莊館全書 권42 ｢磊磊落落書｣(7) 邱維寧
36) 문신으로 본관은 陽川이다. “1642(인조20)년 壬午年 5월 함경도 관찰사에 승
직되어 향약을 增損하여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김세렴의 함흥부
향약을 一道로 행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관할 내의 향약을 一道로 행하였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7) 資憲大夫戶曹判書兼弘文館提學 世子左副賓客 贈諡文康公金公行狀[許穆]
(前略) 鄕約始於呂氏. 朱夫子就加損益. 卽周禮鄕三物敎萬民. 鄕八刑糾萬民
者是也. 不佞忝按茲邦. 不揆鄙劣. 妄謂風俗不可不正. 謹將 高皇帝六諭八條
爲主. 善惡勸戒. 全用朱子條例. 至於講信護喪等節. 參以國俗. 使行之者順便
而易知. 人心風俗. 可使復古. 若曰迂闊古事. 則人心風俗. 果若江河之不可挽
耶. 又聚士于府學. 每朔望謁聖後. 相與講說勸勉. 使之興起. 爲儒生者悉入於
學. 入學者雖童蒙. 必定其所讀. 而日有課授. 使不能自已. 以衆所推者. (後略)
38) 실학자로 본관은 全州, 박학다식하고 고금의 奇文異書에도 달통했으며, 문
장에 개성이 뚜렷해 문명을 일세에 떨쳤으나, 서자였기 때문에 크게 등용
되지 못하였다. 어릴 때 병약하고 貧寒해서 전통적인 정규 교육은 거의 받
을 수 없었지만, 총명하여 家學으로써 6세에 이미 文理를 얻고, 약관에 북
학파 실학자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 朴齊家 ․ 柳得恭 ․ 李書九와 함께 巾衍
集이라는 四家詩集을 내었다. (李德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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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구유녕)39)이 살집이 없자 역당의 여러 선생이 흙으로 쌓아 돌을
올려 지은 집을 지어 살게 했다. 스스로 이름을 붙이기를 회화나무집,
槐屋이라 하였다. 한여름에 목면을 입었으나 칡의 섬유로 짠 베 가운데
발이 고운 絺綌은 갖출 수 없었다. 나라에 변고가 있은 후부터 여분의
옷은 버렸다. ‘六諭’와 같은 것을 가르침으로 삼았으니 그 뜻이 사람들을
고전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함이었다.40)
여기에서는 구유녕 선생이 거주와 생활상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
도 ‘육유’와 같은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고전으로 나
아가게 하였다고 하였다.
⑤成海應(1760-1839)41)의 硏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 硏經齋全集卷之四
十 / 皇明遺民傳[四]
중앙연구원.)
39) 易堂九子는 중국 청나라 초기의 문인 아홉 명, 魏禧, 魏際, 魏禮, 彭思望, 林
時益, 李騰蛟, 邱維屛, 曾爛, 彭任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명예와
절개를 강조하고 서적을 접하고 저술에 힘을 기울였다. 易堂은 魏禧의 아
버지 魏兆鳳의 거처로, 위희 등 아홉 사람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易堂九
子라고 하였다.
40) 夫子居無屋. 先仲父與諸先生. 築土室于冠石. 以居夫子. 顔曰船. 而夫子自名
曰愧屋. 當盛夏. 衣木棉. 不能具絺綌. 然自國變後. 棄諸生服. 類衍六諭爲訓.
志欲誘進人于古. 有感觸. 輒哀慟不勝. (魏世儼, 敬士集, 邱敏齋壽序.)
41) 조선 후기의 학자․문신, 포천 출생으로 할아버지는 찰방 成孝基이고, 아버
지는 부사 成大中이다. 1783년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1788년 규장각 檢書官
으로 임명되었다. 1788년 정조가, 아버지 성대중과 李義駿 ․ 李書九에게 명
하여 尊周에 관한 글을 모아 편찬하게 했는데 성해응도 보좌하였다. 그 뒤
내각에 봉직하면서 李德懋 ․ 柳得恭 ․ 朴齊家 등 북학파 인사들과 교유하였
다. 한학과 송학의 요점을 잡아 博文約禮의 교훈으로 돌아간다.”는 견지에
서 당시 조선의 학자들이 오로지 의리만을 숭상하고 程頤 형제나 주자만을
신봉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의 학문은 방대한 문집인 지리 ․ 풍속 ․ 서적을
시작으로 금수 ․ 곤충에 이르지만, 그중에서 經學과 史學이 사람에게 절실한
학문으로서 서로 표리가 된다며 이 두 학문에 진력하였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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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도 앞에서 소개한 李德懋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구유녕이 살집이 없자 역당의 여러 선생이 흙으로 쌓아 돌을 올려 지
은 집을 지어 살게 했다. 스스로 이름을 붙이기를 槐屋이라 하였다. 한
여름에 목면을 입었으나 칡의 섬유로 짠 베 가운데서 발이 고운 絺綌은
갖출 수 없었다. 나라에 변고가 있었던 후로부터 재생복을 버렸다. ‘六諭’
와 같은 것을 가르침으로 삼았으니 그 뜻이 사람들을 고전으로 나아가
게 하려고 함이었다.42)
여기에서는 구유녕의 약력을 소개한 후, 앞의 이덕무의 靑莊館全書
‘邱維寧’에서처럼 구유녕이 살집이 없자 역당의 여러 선생이 관석에 회
나무 기둥에 흙으로 쌓아 돌을 올려 지은 집을 지어 살게 했다. 스스로
이름을 붙이기를 괴옥이라 하였다. 한 여름에 목면을 입었으니 칡의 섬
유로 짠 베 가운데서 발이 고운 것과 굵은 것인 치격을 갖출 수 없었다.
나라에 변고가 있은 후로부터 재생복을 버렸다. ‘六諭’와 같은 것을 가르
침으로 삼았으니 그 뜻이 사람들을 고전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함이었다.
느낀바가 있으면 문득 애통하기 그지없어했다는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조헌을 비롯한 김세렴, 허목, 이덕무, 성해응, 안정복 등 중
국을 직접 방문한 사람 혹은 그 방문 견문을 들은 유학자들의 서적에
중국의 ‘六諭’ 소개와 조선에서의 수용과 적극적 독려가 보인다. 비록 조
선에는 당시의 士禍 등의 정치적 상황으로 중국이나 유구, 일본과 같이
‘육유’가 널리 수용되지는 못하였지만, 분명하게 육유의 존재를 인식한
것은 알 수 있다. 또 조선 향약에서도 ‘육유’가 수용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 향약의 ‘육유’ 수용의 실례와 그 변용을 살펴보기
42) 維寧居無屋. 易堂諸子築土室於冠石以居. 自名曰愧屋. 當盛夏衣木綿. 不能具
絺綌. 然自國變後棄諸生服. 類衍六諭爲訓志. 欲誘進人于古. 有感觸輒哀痛不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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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Ⅳ. 조선 향약의 ‘육유’ 변용수용
실학자들의 향약관련 서적의 ‘육유’ 인용 관점에서 보면 ‘육유’가 ‘육
유’로써 향약의 정신적 재산이 된 것은 김세렴의 咸興府鄕約이 처음이
다. 이것에 이은 것이 거의 113년 후인 1756년에 安鼎福(1712-1791)이 광
주부의 洞里 단위의 처벌 결정 및 집행 관련 규정을 제시한 二里洞約43)
과 20년 후의 木川鄕約(정조)이었다. 그러나 ‘육유’는 김세렴의 ‘함흥부향
약’ 이전에 향약적 관심 속에 있었던 것으로 그 첫 번째는 1574(선조7)년
趙憲의 ‘東還封事’와 1634(인조12)년의 ‘司憲府啓’, 1643년 김세렴의 ‘咸興
府鄕約’에 인용되었다. 그러나 중국 명나라 ‘太祖 原論’과 유구 및 일본
의 ‘육유’ 등과 비교하여 조헌의 ‘東還封事’와 ‘司憲府啓’, 김세렴의 ‘咸興
府鄕約’에서는 안정복의 ‘二里同約’과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①太祖 原論: 孝順父母, 尊敬長上, 和睦鄕里, 敎訓子孫, 各安生理, 毋作非爲.
②琉球 및 日本六諭: 孝順父母, 尊重長上, 和睦鄕里, 敎訓子孫, 各安生理, 毋作
非爲.
③朝鮮의 趙憲 東還封事: 孝順父母, 尊敬長上, 和睦鄰里, 敎訓子孫, 勤作農桑,
不爲非義.
④1634년 司憲府啓: 孝順父母, 尊敬長上, 和睦鄰里, 敎訓子孫, 各安生理, 無作
非爲.
⑤金世濂 咸興府鄕約: 孝順父母, 尊敬長上, 友愛兄弟, 敎訓子孫, 和睦鄰里, 各
勤生理.
⑥安鼎福 鄕約 二里同約: 孝順父母, 尊敬長上, 和睦鄰里, 敎訓子孫, 各安生理,
無作非爲
43) 안정복은 1756년 향약인 二里洞約을 짓고, 1757년 향약을 바탕으로 臨官
政要를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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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에서 ③ 조헌의 ‘동환봉사’가 ‘太祖 原論’(大明太祖 高皇帝
實錄 권255, 1丁裏)에 있는 내용 제1 ‘孝順父母’, 제2 ‘尊敬長上’, 제3 ‘和
睦鄕里’, 제4 ‘敎訓子孫’, 제5 ‘各安生理’, 제6 ‘毋作非爲’ 중의 제5의 ‘各安
生理’ 대신에 ‘勤作農桑’을 넣었다. 그러나 위 ①의 태조 원론과 다른 내
용은 조선이 조선 실정에 맞게 일방적으로 고쳤다고 하기 보다는 앞에
서 인용한 高皇帝가 정한 가르침이라고 한 것처럼 중국에서 태조원론과
는 다른 내용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위 ⑤의 김세렴의 경우
제3의 ‘和睦鄕里’ 대신에 ‘태조 원론’에는 없는 ‘友愛兄弟’를 추가하고 대
신에 제5의 ‘各安生理’를 ‘各勤生理’로 하고 ‘和睦鄰里’를 추가하였다. ‘태
조 원론’의 제5 ‘各安生理’나 조헌의 ‘勤作農桑’ 대신에 ‘各勤生理’를 넣어
앞에서 든 예문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로 보아 김세렴은 조헌의 東
還封事 외의 다른 ‘육유’의 지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세렴의 ‘육유’ 원론의 제6 ‘毋作非爲’가 없는 대신에 ‘友愛兄弟’를
추가하여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시하였다.
김세렴은 “삼가 태조 고황제의 ‘육유’ 팔조목을 주로 한다.”라고 하고,
또 춘추의 講信禮44)에서 直月로 하여금 ‘소리 높여 ‘육유’ 팔조목을 읽게
하고 백성들이 모두 밝게 알게 하도록 한다.’라며 태조 원론과 같은 내
용이라고 하였지만, ‘和睦鄕里(和睦隣里)’, ‘各安生理(各勤生理)’의 부분에
서 글자의 위치는 물론 일부 글자도 달리 하여 태조 원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김세렴이 어떤 경로로 ‘육유’를 입수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44) 명나라 태조 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鄕飮酒禮條式을 상세히 규정하게
해 有司가 學官과 더불어 나이 많은 사대부를 거느리고 학교에서 행하였
다. 민간의 里社에서도 100호 단위로 모여 里長이 주최했으며, 100호 내에
서 최연장자를 正賓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이 순서로 좌정해 계절마다 마을
에서 행하며 청대까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향음주례를
실시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1136년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여러
州의 貢士를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
선시대의 향음주례는 제도적으로 명나라 제도를 따랐으니, 세종이 집현전
에 詳定하도록 명해 1474년에야 편찬을 완성했던 國朝五禮儀와 더불어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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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육유’는 영조대의 안정복이 향약을 도입했을 때, “孝順父母,
尊敬長上, 和睦鄰里, 敎訓子孫, 各安生理, 無作非爲”로 하였으니 ‘鄰’과
‘無’의 변화와 같은 내용 외에는 원론과 비슷하다.
이와 같이 明 高皇帝의 ‘육유’가 이미 1500년대에 조선 향약에 수용되
어 사회에서의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유’ 그 자체는 1708년
유구와 1821년 일본에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조선 향약에 수용된 사실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헌이 ‘東還封事’에서 지적한 것처럼 明淸대의
고황제가 국가에 반포하여 지방 수령들이 널리 알려 이행 실천하게 하
여 민중들도 철저하게 실천한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민중들에게 침투
되지는 못하였다.
앞의 자료에서 예를 든 조헌의 ｢東還封事｣에서 頒布의 흔적은 보이지
만,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이 자신의 저서에 ‘육유’를 언급하
고 있으나 중국과 같이 민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방 수
령의 의지 부족과 당시 史禍가 극에 달한 정치적인 원인이 있다. 그중에
서도 1519년에 己卯士禍는 중종의 지지를 얻은 조광조와 신진 사류들이
성리학에 의거한 이상 정치를 목적으로 군자를 중용하고 小人을 멀리하
며 나라의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하여 미신타파와 향약을 실시하였다. 또
유익한 서적을 국가에서 간행 · 반포하게 하였으며, 중종 때 학문과 덕행
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만으로 시험한 제도인 賢良科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명망 있는 신진
사림들이 등용되어 정치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 이에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南袞(1471-1527)과 洪景舟(?-1521) 등의 勳舊派에 의해 趙光祖(14821519) 등의 新進士類들이 숙청된 사건으로 향약의 일시 정지와 함께 ‘육
유’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육유’가 향약에 수용된 것 이외에는 명 청대에
민간에 퍼진 것과 같이 ‘육유’가 조선 사회에 널리 수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유구가 중국 명나라의 ‘六諭’를 그대로 수용한 것에 반
해 조선은 당시 사회의 풍토와 정치적 양상에 맞게 변용 수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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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조선 육유의 독창적 수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Ⅴ. 나오면서
중국 명대의 ‘六諭’가 조선의 향약에 수용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육유
에 해설을 붙인 六諭衍義가 중국 남부의 유구국 테이 쥰소쿠(程順則,
1663-1734)에 의해 유구의 도덕 교육서로 널리 활용된 후 일본의 남방 사
츠마번을 거쳐 에도막부에 주목된 후, 일본판 육유연의와 육유연의
대의라는 서적으로 업그래이드 되어 일본 각 지역의 藩校나 테라코야
(寺子屋)을 중심으로 널리 수용되었다. 또 근대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는 일본의 육유연의와 六諭衍義大意가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교육에
기관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명대와 청대에 ‘육유’가 민간에 적
극적으로 수용되거나 향약에서 활용된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향약 일
부에 傳播의 흔적과 민간전파 독려 노력은 있으나 중국 유구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나아가 중국을 방문한 학자들의 귀국 보고서나 사행록에서 중국에서
유행한 ‘六諭’의 역할과 활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조선에서도 ‘육유’
수용을 주장하였다.
유구의 사절이 일본의 에도로 향한 것처럼 당시 조선의 사절이 통신
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왕래하며 일본의 고전 서적들이 조선에도 유입
되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고학파 유학자를 높이
평가한 예도 있다.45) 그러나 육유연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다
45) 조선 후기의 실학자 가운데, 일본의 고학파 유학자를 높이 평가한 학자로
丁若庸(1762-1836)은 일본 유학의 발전은 중국의 江蘇․浙江地方과의 직접교
류(시대적으로는 중국의 명말․청초이므로 에도시대 중기)를 하여 중국의 좋
은 서적을 많이 구입했는데 그것이 학문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하였다. ｢大
抵日本本因百濟得見書籍, 始甚蒙昧, 一自直通江浙之後, 中國佳書無不購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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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대의 일본 식민지 시대에 황국신민 교육의 일환으로 일본 제국주
의에 의해 조선 아동들에게 교육된 사례가 있다. 그 흔적으로 일본의 국
공립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활용된 ‘육유’에 해설을 붙인 육유연의와 
육유연의대의 판본이 현재 존재(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부속도서
관)하고 있다.
비록 육유연의와 육유연의대의가 근대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부터 유입되었지만, 그 전신인 ‘육유’는 유구나 일본에 앞서 중국에서 유
행한 1500년대에 이미 조선 사회에 알려졌고, 조선의 향약에서 일부 인
용한 사례도 있다. 또 그 일부 내용은 당시 조선의 사정에 맞게 변용되
었다. 이는 유구 ․ 일본 육유 내용이 변용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이후 청대에 활약한 ‘육유’에서 발전된 육유연의의 수용 흔적은
보이지 않다가 식민지시대 일본으로부터 육유연의와 육유연의대의
가 수용되었다. 즉, ‘육유’의 존재를 인식하고 조헌의 ｢東還封事｣에서처
럼 그 수용을 강력하게 독려한 예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단지 명청대
의 고황제가 국민들에게 반포하여 지방수령들이 널리 알려 철저하게 이
행·실천하게 한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장려
는 미흡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당시의 사화 등의 국내 정치 상황
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
해 小學을 중심으로 한 주자학의 孝나 禮 등의 사상이 일상생활에 침
투되었으므로 육유연의의 일반적인 효와 예는 평범한 내용으로 새로
운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세종대 이후 삼강
행실도 ․ 오륜행실도 ․ 小學 ․ 童蒙先習 ․ 조선판 초략본 명심보감
등으로 민중 교육의 대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且無科擧之累, 今其文學, 遠超吾邦, 愧甚耳｣(｢示二兒｣ 與猶堂全書 第一輯
第21卷 p.443). 이들의 관련은 河宇鳳,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硏究,
(一志社, 1989).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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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Village Education in Joseon Dynasty / Sung, Hae-jun
The East Asian “Yukyu” was born in the Ming Dynasty of China, but after
being accepted as a virtue of folk culture in the mid Qing Dynasty, it was
introduced to Japan by the Yugugu Stat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Japan's feudal system. In particular, this yukyuyeon was widely
introduced to Japan and became popular and was also introduced and accepted
to Jose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However, research on the acceptance of
“Yukyu” or Yukyuyeon in Korea has yet to be activated. In other words, there
is little awareness of “meat oil” in Korean academia, even though “meat oil”
was incorporated into Joseon's incense in the 1500s, and there was a version of
“meat oil” introduced from Japan during the modern colonial era.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ed the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Yuk
Yu-yeon, who moved to China, Yugu, Japan, and Joseon, introducing and
accepting the “Yuk Yu-yeon” in Joseon, which has little prior research compared
to Japan and China.
Key Words: Hyang Yak, Joseon, Yukyu, YukYuYeon, Education for the
Comm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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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論文 抄錄
성호 이익이 소학질서에 소학에 수록된 인물의 언행과 사건이 완전하
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래 유독 성호학통에서 소학서가 지속적으로 생
산되었다는 사실과 이들 소학서가 동국의 인물로 편성되었다는 점은 소학
본문 속 인물이나 사건의 의리강명 등 특별히 주목되었던 쟁점이 이들 소학
서에 어떠한 변동을 주었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하학지남을 비롯한 동현학칙 ․ 해동
소학 ․ 동학 ․ 대동소학 등 이들 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류의 내용 체계를
의리 규명이라는 하나의 논조를 세우고 한국 소학학의 성과 속에서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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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첫째, 편장 취지에 준거한 인물과 사건의 분속 및 시의성이 중시되면서 소
학에 수록된 인물이나 사건이 장절의 이속을 달리하여 분속되게 되었고, 본
문이 본지에 맞게 재조정되었다. 동일 인물의 일화라도 편장의 의리에 부합하
는 의미 경계를 세워 장절에 분속시키는 것을 중요한 준거로 삼으면서, 소
학과 편차를 달리하는 체재가 만들어졌다.
둘째, 인물의 의리 강명이나 사건의 적합성에 대해 비판된 쟁점을 반영하
여, 해당 본문의 의리를 적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동국 인물의 사적을 채록하
는 것을 중요한 채록의 준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학서의 본문 내용이 인정
이나 사리에 적합하도록 조처되었고, 우리나라의 예법에 합당한 내용들로 구
성되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소학서가 구비되었다.
주제어 : 한국적 변용, 소학의 변용, 성호학파 소학서류, 의리 규명, 인물과
사건, 분장분절체계.

Ⅰ. 서론
소학의 계고 ․ 가언 ․ 선행 편 등에 수록된 인물과 사건은 내편이 대
부분 경서에서 출처된 것과는 달리 한 ․ 당 이래로부터 주자 당대의 인물
까지 제가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인물의 출처와 사건이 소
학 본문의 본지와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소학
본문에 수록된 인물의 출처와 진퇴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논의와 해당
인물이나 사건이 소학 본문의 취지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1)
이는 대략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하나는 소학에 수
록된 인물의 도덕성이나 사건의 인과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소학
1) 박순남, ｢조선후기 소학학의 형성과 전개｣(경성대박사학위논문, 2012),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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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 해당 의리에 맞추어 옹호하고 해석
하려는 논조였다. 이는 기호학파를 중심으로 주자의 소학에 대한 흠집
을 해소하려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소학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소학의 취지에 적합하더라도 인물의 행위와 사건이 도
덕적이지 못하면 객관적 합리성을 얻지 못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논조였다. 이는 성호 이익이 소학 본문의 인물이나 사건이 반드시 모
범적인 전형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학 논의에
있어 중요하게 살펴야할 사안이 되었다. 성호의 소학에 대한 이해는
그대로 그의 문도들에게 전수되면서, 신후담이 ｢소학차의｣2)에 소학질
서의 주석을 대부분 수록하고, 정약용이 소학지언에 소학의 편차
체계에서부터 본문에 수록된 인물과 사건의 의리를 규명하면서 보다 신
랄한 평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소학 본문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적확성에 대한 치밀한 논증은 주자의 소학을 논의하는데 머물지 않고,
안정복 ․ 황덕길 ․ 박재형 등에 의해 중국의 인물과 병치하거나 전면적으
로 동국의 인물로 소학 학문의 표준으로 삼아 새로운 체계로 편성된 하
학지남 ․ 동현학칙 ․ 해동소학 등의 소학서의 간행으로 계승 발전되
었다. 이 책들은 이후 일제 강점기에 생산된 이상호의 동학3), 김형재
의 대동소학4)의 간행에 영향을 주면서 이 책들이 오늘날까지 아동 교
육의 선구적인 교재로 자리매김하는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성호의 소
학 본문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의리 강명은 한국의 소학서를 만드는

2) 신후담의 ｢소학차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박순남, ｢신후담의
<小學箚疑>연구-분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18)
제78집.
3) 李祥鎬(1833~1963)는 호가 陽田이다. 그의 연보에는 동현학칙과 해동소학
이 두 책을 저본으로 하여 동학을 집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학
의 체계와 채록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책의 성격은 동현학칙에 더 가깝
다. 이상호 편저ㆍ신귀현 번역, 東學(에디터, 2011), pp.15~16 해제 참조.
4) 金亨在(1909~1988)는 호가 一靑이며, 본관은 金海이다. 대동소학은 그 내용
과 체계에 있어 해동소학과 상당한 인과 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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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학지남 ․ 동현학칙 ․ 해동소학 ․ 동학 ․ 대동
소학 등 성호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가 주자의 소학에서 한국적 소
학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소학 교재로서 그 특징적인
면모를 규정할 수 있는 한 경향을 ‘의리 규명’이라는 논조 속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다.
첫째, 성호 이익의 소학질서 에 수록된 인물이나 사건의 평론에 대한
논의이며, 둘째, 소학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의리규명이 이들 학파
의 소학서에 어떠한 변동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논의이며, 셋째, 성
호학파 소학서의 구성 및 내용이 한국 소학서로서 가지는 의의를 규명
하려는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성호학파의 소학서류가 가지는 특징적인 면모를 규명
함은 물론이거니와 소학이 한국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착되는 그 과
정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학서 본문의 채록은 편집자
의 취향이나 관심이 반영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소학서로의 그
면면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소학질서 속에 수록된 소학 인물 사건에 대한

의리 평론
소학은 조선 사회에서 도덕의 원리로서 면밀하게 작용되었기 때문
에 그 실천 방안이 치밀하게 모색되었던 학문이다. 그러므로 소학에
대한 논의가 치정하게 이루어지면서 각 학파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견
해와 이설이 제기되면서 소학의 학문적 권위는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
서 소학의 인물이나 사건이 본문의 본지와 괴리되는 문제가 있음이
검토되었지만, 이에 대한 異論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성호는 소

소학의 한국적 변용 99

학 본문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적합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
을 해결하기 위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출하면서 소학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학 본문에 수록된 인물의 언행과 그 사람됨이 반드시 모범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이는 김장생이다.
① 외편의 가언과 같은 것에 이르면 한 ․ 당 이하 여러 사람들의 말을 취하였
는데 그 사이에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말까지 버리지 않은
것도 간혹 있다.5)
② 소학에는 절의를 지키지 못한 왕상이나 범질, 충성하지 못한 이적까지
그들의 행적을 뽑아 수록하였다. 이는 사람이 옳지 못하다 하여 그 훌륭한
언행까지 폐기하지 않은 것이다.6)

①의 글은 韓嶠(1556~1627)가 쓴 小學續篇7)에 김장생이 붙인 서문
의 일부이며, ②는 소학에 대한 그의 辨疑이다. 김장생은 소학에 수
록된 인물과 사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언행이 소학의 본문 취지에 적합하다면 일정한 의의가 있음을 변론하
였다.
그러나 성호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① 왕상은 魏나라에서 벼슬하면서 三老에 이르렀고, 晉나라에 들어가 또 太保
가 되었다. 그 명절에 있어서는 볼 것이 없다.8)

5) 金長生, 沙溪全書 卷5, ｢小學續編序｣. “至如外篇嘉言, 則取漢唐以下諸人說
話, 而其閒不以人廢言者, 亦或有之.”
6) 金長生, 沙溪全書 卷11, ｢經書辨疑―小學｣. “小學中 如失節之王祥范質, 不
忠之李勣, 亦取而錄之. 是不以人廢其言行之善也.”
7) 소학속편은 주자의 말과 글로 입교, 명륜, 경신 편을 구성한 것으로 소학
의 가언 편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8) 李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75-a. “王祥仕魏 至三老, 入晉
又爲太保, 其於名節 無足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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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살펴보니, 노공[범질]의 시는 대략 좋다. 그러나 위축되어 두려워하고 조심
하여 몸을 보존하는데 오로지 마음을 썼을 뿐이다. 그 중 ‘시비가 누가 된
다’는 등의 구절은 숭상할 것이 못된다.9)
③ 계고 편 이하로는 그 사람이 반드시 모두 현인이나 성인은 아니며, 그 일
이 반드시 모두 지당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치에 맞는 한 가지만 취하였
기 때문에 그러므로 왕왕 미진한 것이 그 사이에 섞여있다. … 학자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한결같이 지극한 교훈으로 여긴다면 해가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각 조목의 아래에 곧장 드러내었다.10)

왕상은 ‘鯉躍’의 일화로 선행 편 제 11조에 수록되었으며, 범질은 ‘愼
言’의 훈계로 가언 편 제 10조에 채록되어있다. 그러나 이들은 不事二君
의 의리를 저버리고 새로운 왕조에 따라 몸을 보존하고 고관 관직을 맡
았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성호가 ‘볼 것 없는 명절’과 ‘언행이 불일치
한 자’로 주석하여 둔 것은 소학의 내용과 그 인물됨이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경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경서의 본지를 탐구하는데 있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얻어야 한다11)는 그의 학문적 자세가 소학의
인물관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경서가 아니라 인물의
사적이 중심이 되는 계고 편 이하 소학에 수록된 이들 인물의 행적이
그들의 언행과 일치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교훈을 취함에 있어 신중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사건의 전후 사정이 본문의 의리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지에 대
한 검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9) 李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67-b. “愚按魯公詩大槩是好. 然
只是斂縮畏愼, 專意保全, 至是非爲累等句 不足尙也.”
10) 李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61-b. “自稽古以下, 其人未必
皆賢聖, 其事未必皆至當, 而特取其一端之合理, 故往往有所未盡者攙在其
間.…學者不知此意一視爲至訓, 則有害 故輒著於各條之下.”
11) 최석기, ｢17~8세기 학술동향과 성호 이익의 경학｣, 남명학연구(경상대학
교 경남문화연구원, 2003) 16집,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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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기 ｢방기｣ 편에 ‘규문 안에서는 희롱하거나 탄식하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러 자빠지고 어린 아이처럼 우는 것은 다
소 지나친 점이 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면, 성인은 반드
시 그리했을 것이다.12)
② 급암의 대답은 신하의 법식이 아니다. 그[무제]가 운운한 것이 비록 혹 사
실이 아닐 수 있으나, 군자가 어찌 이것으로 인하여 곡절한 사정이 발휘되
는 방향으로 보탬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맹자에 ‘우리 군주는 불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賊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급암 또한 賊이 됨을
면치 못한다.13)

①은 계고 편 제 14조 부자지친 장에 실린 노래자의 일화에 대한 주
석이며, ②는 선행 편 제 20조 군신지의 장에 수록된 급암의 말에 대한
주석이다. 성호는 이 두 일이 모두 예법과 그 도리에 어긋남을 ｢방기｣와
맹자를 근거로 문헌으로 고증하였다. 따라서 노래자의 행동은 규문 안
에서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급암의
말은 군주에게 직간하는 신하로서 군주의 뜻을 미리 짐작하고 그 불가
능성을 논단했다는 점에서 그 합당성을 얻지 못하였음을 평론하였다. 이
는 신후담에게 보내는 글에 “급암의 일은 그대의 말대로 생각합니다. 대
저 지조가 곧은 선비는 끝내 군주를 곡절하게 잘 인도하려는 뜻이 적습
니다. 이는 신하 된 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14)고 분명히 명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로 보건대 하빈 역시 급암의 강직함이
군주를 인도하려는 뜻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성호는 해당 인물이나 사건을 논평함에 있어서 관련 문헌으

12) 李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62-a. “坊記云 閨門之內, 戱而
不歎 然詐跌兒啼, 微有過當處. 若理合如此, 聖人必爲之矣.”
13) 李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76-a. “汲黯之對, 非臣子之準
繩 其所云云 雖或非實 君子豈不欲因此而委曲開擴 庶幾於補益哉…孟子曰
吾君不能 謂之賊 黯亦無以免矣.”
14) 李瀷, 星湖全集권22, ｢答愼耳老小學問目｣. “汲黯事敬聞命, 大抵直節之士,
終少委曲善導之意, 此則爲人臣者所當克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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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정밀하게 고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자신이 대신하기를 빌었다’는 아래에 문득 공중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수명이 다하였기에 다시 연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의 기
도가 참으로 지극하니 월말까지는 이를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그믐에 이르
러 易[급암의 아버지]이 죽었다.”는 내용이 있다. 주자는 그것이 허황한 곳으
로 흘렀기 때문에 산절하여 싣지 않았는데, 퇴계가 ‘병이 낫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15)

소학 선행 편 제 15조에는 유검루가 아버지가 병이 들자 ‘求以身代’
하였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이 일에 대하여 퇴계는 그의 아버지가
병이 나은 것은 그 효성에 감동한 조처로 주석하여 두었다.16) 그러나 성
호는 이 일의 출처인 南史 ｢庾黔婁列傳｣에 수록된 내용을 점검하고
주자가 산절한 분명한 이유를 근거로 퇴계의 말이 근거가 없음을 논증
하였다. 그리고 이 아래 “소학을 읽는 자는 이미 기록된 교훈을 준수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겸하여 취사한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17)고 주
석하여 두었다. 이는 해당 문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는 일정한 그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다.
성호는 소학의 본문에 수록된 인물과 사건에 대해 그 문제를 지적
하기도 하였지만, 소학의 인물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도 해당 인물의
사례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
였다. 김장생이 소학에 넣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인물 가운데 이
적18)은 원래 도둑이었다. 성호는 성호사설에 이적에 대하여 “무뢰배였
15) 李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p.875-b~876-a. “又求以身代下
有云, 俄聞空中聲曰, 聘君壽命盡, 不復可延. 汝誠禱旣至, 得至月末. 晦而易
亡. 朱子以其轉涉荒誕, 故刪而不載, 退溪所謂 愈疾者, 不審其何考.”
16) 李滉, 退溪集권28, ｢答金惇敍｣. “其得愈病. 只是孝感所致.”
17) 李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76-a. “讀小學者, 不但遵守已
著之訓, 亦可兼考去取之義.”
18) 이적은 원래 도적떼 출신이었다. 당 고종이 왕후 왕씨를 폐하고 소의 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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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燃鬚의 행실19)이『소학에 실렸다”20)고 하였다. 도적이라고 엄
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살펴 쓰임이 있을 곳을 찾아야 함을 역
설하기 위한 한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는 그가 소학에 대해 “대저 소
학은 일을 근거로 들어서 사람의 교훈을 삼은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행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21)고 한 발언의 반증이기도 하다.
성호는 소학에 수록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여러 이견을 제기하였
지만, 인물의 사적에 대한 검증은 이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학에 수록된 인물의 도덕성이나 사건의 의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교훈을 취사함에 있어 객관적 정확성을 확보하자는 의도를 분
명히 하였고, 이는 조선후기 소학의 주석가들과 성호의 소학 해석
이 변별되는 기준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호의 소학 본문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검토는 소학 연구의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의 문도들에 의해 소학 본문의 인물이나
사건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논의에서 정밀하게 다루어졌다. 신후담이 소
학차의에 소학을 해석함에 있어 소학질서로 모두 주석하여 둔 것
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성호의 소학의 이해를 수용하되,
소학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산절하지는 않았다. 이는 주자의 소학에
대한 異論을 덧붙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던 당시의 학문 풍토로 대변
된다. 한편으로 이는 소학의 편집의도와 체제를 변형한 새로운 소학서
의 편찬이라는 당위성으로 작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소학을 계
승하면서도 그 편찬체계와 내용을 달리하는 소학서가 성호학파에 의해
주도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은 필연적인 결과임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
를 황후로 세우려고 할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도리어 은근히 동조한 일
때문에 절의를 지키지 못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19) 이적이 僕射가 되어서도 그의 누이가 병이 들자 죽을 끓이다가 수염을 태
운 일화를 말함이다. 소학 선행 편 제 39조에 수록되어있다.
20) 李瀷, 星湖僿說권10, ｢人事門- 治盜｣. “李勣無頼而撚鬚之行, 載諸小學.”
21) 李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75-b. “夫小學者, 乃擧事訓人,
非爲人著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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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Ⅲ. 성호학파 소학서류에 내재된 인물과 사건의 의리

규명 준거
성호가 소학에 수록된 인물의 언행과 사건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
실을 지적한 이래 성호학파에서 만들어진 하학지남 ․ 동현학칙 ․ 해
동소학 ․ 동학 ․ 대동소학은 조선후기 소학담론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들 책은 소학의 의의를 계승하면서도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는 주자가 정한 체계를 달리하거나 본문의 인물이나 사건의 실례
를 동국의 현인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소학 학문의 목표를
주자의 소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현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뜻을 분
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소학서류에 채록된 인물이나
사건이 편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와 인물이나 사건의 언행이 유가의
예법이나 도덕성에 적합하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문의 본지에 적
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편장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 편장 취지에 준거한 인물과 사건의 분속
성호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류의 가장 큰 특징적인 면모는 소학의
체제를 준용하되, 소학 분절에 대한 이견을 수용하여 장절의 이속을
본문의 본지에 맞게 재조정하면서, 소학의 편차를 재편하여 편장을 일
정하게 만드는 체제로 구상되었다는 점이다.22)

22)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
학논총(한국문학회, 2021)제87집, pp.6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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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는 소학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두 386조목을 내, 외편으로 나누
어 일정 조목을 각 편 아래 두었는데, 그 비중에 있어 다소 문제가 되었
던 것이 가언 ․ 선행 편의 붕우지신 장이었다. 가언 편은 3조목, 선행 편
은 불과 1조목만이 분속되어있다. 선행 편 붕우 장은 이마저도 주자가
소학을 만들 당시에는 분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말이 주자어류
에 있었던 관계로23) 장유의 장으로 이속 시킬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성호 또한 “혹 주자의 뜻은 추가하여 보태려 하였지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가.”24)라고 하여 붕우 장의 미진함을 거론하였고, 신후담은 소학
분장 논의에서 이를 장유의 장에 두고 붕우의 장을 별도로 두지 않는
파격을 보였다. 동현학칙 아래 선행 편 붕우 장에 39조목을 둔 것을
필두로 해동소학 15조목, 동학 15조목, 대동소학 17조목이 새로이
편성된 것은 소학의 편목 구성에 대한 논의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
므로 이들 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는 소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장
이속의 난제를 해결하여 흠이 없는 완결된 형태의 소학서를 만드는 방
향으로 진행되면서, 소학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던 편장의 이속이 자유
롭게 되었다.
해동소학 선행 편에 채록된 최숙함은 소학에 수록된 ‘유검루’와
‘설포’에 비견되어있다.25) 유검루는 아버지의 병세를 점검하기 위해 의원
의 말에 따라 똥을 직접 맛보았다는 효자로 선행 편 부자지친 제 15조
에, 그리고 설포는 계모의 말을 듣고 설포를 미워한 아버지와 그 계모에
게 지극한 효를 행하였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우들에게 밭을 양
보한 일로 선행 편 부자지친 제 10조에 편성되어있다. 최숙함이 모친을
위해 똥을 맛보았다는 일화가 있지만, 해동소학에는 효성스러웠다는

23) 李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81-b. “陳北溪問 小學實明倫
篇, 何以無朋友一條. 曰當時是衆篇類來, 偶無此爾.”
24) 李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81-b. “或朱子意欲添補而未及
也.”
25)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海東小學(전통문화연구회, 2001),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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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그 이야기는 축약하고, 대신 형제에게 좋은 밭을 양보한 일화를 위
주로 채록하면서 이 조목을 부자 장이 아닌 장유 장에 분속하였다. 이
점은 소학학의 중요한 논제였던 소학의 분장분절 논의 속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논의에서 설포의 일화는 부모에게 효도한 일과 형제에게 밭을
양보한 일 두 개의 의리가 내포된 것으로 보고, 뒤의 일은 장유지서 장
에 분속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26) 대부분 이 조목의 의리는 ‘효’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주자가 정한 소학의 체계에서 장의 이속에
대한 논의는 동의되지 못하였지만,27) 종종 分財와 관련하여, 이행(李荇,
1478~1534)이 지은 <薛包分財> 시를 비롯하여28), 한몽린(韓夢麟, 1684~
1762)이 지은 ｢學則｣의 <友兄弟> 장29)에 수록된 설포의 일화는 형제간
의 우애에 대한 미덕이 더 중시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해동소학에 최
숙함의 일을 유검루와 설포의 일에 빗대었지만, 장유지서 장의 의리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 일부 내용을 조정한 일화를 채록한 것은 한 조목
아래 각기 다른 의리의 미덕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일 인물을 인용하더라도 편장의 취지에 따라 장의 분속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소학 선행 편 명륜 제 49조에 실린 장공예는 九世
同居를 실행하여 형제의 우애를 증명한 표본으로, 장유지서 장의 의미를
통론하고 있다. 동현학칙에는 심순문의 처 허씨가 며느리들에게 장공
예와 더불어 같은 편 아래 분속된 제 47조의 최효분의 일화를 가져와 훈
계한 내용이 부부지별 장[선행:77]에 채록되어있다. 그리고 또 율곡이 글
을 읽다가 구세동거의 대목에 이르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26)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
학논총(한국문학회, 2021)제87집, pp.95~96.
27) 유휘문 지음ㆍ박순남 옮김, 사람 꼴을 만드는 책 역주 소학장구(민속원,
2021), p.552. “薛包事, 以孝爲主 分財一事, 未可自作一條.”
28) 李荇, 容齋集 卷1, <薛包分財>. “兒罪當笞父實慈, 蒸蒸純孝未曾衰, 遺財不
是求惟舊, 得作人兄已我私.”
29) 韓夢麟, 鳳巖集 卷3, ｢學則｣ <友兄弟>. “自取荒頓 薛包讓田…和樂且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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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만이라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내용이 장유지서
장[선행:106]에 채록되어있다. 이는 장공예의 사적이 집안의 화목함과 돈
독함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채록된 인물의 형편이나 일의 조처에 따라
장의 의의를 달리하여 분장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물의 사적을 선
택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준거로 작용하였다.
성종조의 인물 경징군 이연이 그러하다. 이연은 동현학칙 ․ 해동소
학 ․ 동학 ․ 대동소학 선행 편 부자지친 장에 모두 채록되었다. 그러
면서도 동현학칙에는 군신지의 장의 통론에, 해동소학 ․ 대동소학
에서는 부부지별 장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인물의 구체적인
사적을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편장의 의리에 맞게 쪼개거나 덧붙
여 장절의 경계를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학서마다 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편차를 보이고 있다.
소학은 가언 ․ 선행 편 아래 명륜 86조목(가언41, 선행45), 경신 64조
목(가언36, 선행28)을 두었다. 동현학칙은 가언 ․ 선행 편 아래 명륜 258
조목(가언74,선행184)을 두고, 경신 조목은 412조목(가언196,선행216)을 분
속하여 두었다. 동학 역시 가언 ․ 선행 편 아래 명륜 145조목(가언56,선
행89), 경신 198조목(가언69,선행123)을 두었다. 그리고 하학지남은 소
학 체례를 준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른 구성에 있어서는 소
학의 체계를 일부 수용하여 재편되었다. 독서 ․ 위학 ․ 심술 ․ 위의 ․ 처기
편 등을 앞에 두고, 명륜 편에 해당하는 정가 편을 뒤에 두었다. 반면 외
편에 기준하여 해동소학 ․ 대동소학은 가언 ․ 선행 편 명륜 아래 각각
18조목, 107조목을, 경신은 22조목, 46조목을 두었고, 대동소학은 가언 ․
선행 편 명륜 아래 33조목, 73조목을, 경신은 동일하게 27조목을 두었다.
이로써 볼 때 앞의 세 책이 경신 편을 구상함에 상당한 열성을 두었다
면,30) 뒤의 두 책은 명륜 편에 의의를 두면서 소학책의 원형에 보다
30) 원재린은 하학지남의 저술의의를 時義에 맞는 하학을 달성하는데 있다
고 보았는데, 이들 학파의 소학서의 경신 편에 대한 증보는 하학의 중시의
학풍에서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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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체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소학서류의 편장에 대한 변화는 또한 그 시대가 요구하였던 時
宜性31)을 반영한 결과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소학에는 정이천이 ‘부모를 섬기는 자가 의술을 몰라서는 안 된다
[事親者亦不可不知醫:가언 19]’는 조목이 있고, 또 사마온공이 ‘집안의 가
장이 된 자는 자제와 노복을 통솔해야 한다[凡為家長 以御群子弟及家衆:
가언 55]’는 조목이 있다. 이는 아랫사람을 부리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
하는 일, 위생의 방도를 익히는 일은 모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주관해
야 할 일임을 적시하여 둔 것이다. 그런데 ‘총재[주나라 육관의 우두머
리]가 나라에서 쓰는 것을 다 주관하게 하였다’32), ‘胎息法에 말하기를’,
‘按摩導引法에 말하기를’33) 등의 일들은 위의 사례와 같이 명륜 편에 두
기에는 장의 의미와 접합점이 부족하다. 하학지남에 禦下章, 治産章,
處事章 등 새로운 장을 세우고, 대동소학에 明心術之要, 明威儀之則,
明衣服之制, 明飮食之節34) 외에 明衛生之方, 明器量之力, 明修養之方, 明
經濟之道, 明技藝之術 등 5개의 장이 더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선행 편의 비중이 증가하
였다는 점이다. 이는 해동소학에 서문을 붙인 李裕承(1835~?)이 “처음
배우는 선비들은 다만 옛날과 지금이 달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여 행하
는 이가 적다. 이제 이 책은 곧 우리나라 선배들의 말과 행실로 보고 들
어서 익숙하니, 그 감발하여 흥기함이 파발마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35)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것이 아니라, 우
형성과 학풍｣(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02), p.122, 각주 40번 참조.
31) 최석기는 성호가 소학을 비롯한 질서류를 해석한 그의 의도를 時宜論으
로 설명한 바 있다. 최석기, ｢17~8세기 학술동향과 성호 이익의 경학｣, 남
명학연구(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3) 16집, p.148.
32) 安鼎福 著ㆍ李采求 譯, 國譯下學指南(장서원, 2006), ｢하권 치산장｣, p.320.
33) 金亨在 編著ㆍ李民樹 譯解, 新譯大東小學(홍신문화사, 1997), ｢경신 편｣,
<명위생지방>, p.87.
34) 대동소학에는 明食飮之節로 되어있다.
35)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海東小學, ｢序｣(전통문화연구회, 2001), p.16. “初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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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사정과 형편에 걸맞은 인물이나 사건의 사례가 적극적으로 채록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편장 취지에 준거한 인물과 사건의
분속 및 시의성을 중시한 편장체계는 우리나라 인물의 至行으로 당대
사회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던 의도에서 비롯된 체계임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점은 또한 필연적으로 소학에 채록된 인물의 사적에 대한
검증의 결과가 우리의 인물을 채록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되었다.

2. 의리 강명에 준거한 인물과 사건의 채록
성호학파의 소학서류는 소학 본문 속 중국 인물을 동국인물로 대체
하거나 소학 본문의 해석에 적합하도록 인물과 사건을 재구성한 것에
는 친근한 인물로 쉽게 접촉하게 하려는 소학 본연의 의도가 있지만,
인물과 사건의 의리강명 등 특별히 주목되는 쟁점을 반영하여 이들 소
학서가 저술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학에 수록된 인
물의 인용이 해당 인물의 모범적인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보조 장치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학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본문의
미덕을 명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인물 대비를 통해 그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36) 이는 소학이 중요한 도덕과 수신의 교재로 널리 읽
히면서 그 인물에 대한 사적이 곧 해당 본문의 보편적 의리로 인식되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학의 모범적 사례와 관련된 그 언행에 대한
의리강명은 소학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소학 본문에 수록된 인물 가운데 선행 편 제 35조에 수록된 등유의
경우가 그러하다. 등유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조카를 구명하여 형제
之士直以古今異矣, 不可企及, 鮮能行之. 今此編輯, 卽我東前輩言行之習熟於
見聞, 其所以感發而興起者, 尤速於置郵而傳命矣.”
36) 동현학칙 선행 편 제 98조에 수록되어 있는 김안국과 성세창의 일화와
해동소학 경신 편 30조와 31조에 효종과 정재륜의 일화, 퇴계와 권철의
일화 등은 동국의 인물을 대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안국, 효종, 퇴계의
말과 행실에 검소함과 청렴함의 미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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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리를 소중히 하였다는 점에서 장유지서 장에 채록되었지만, 그 과
정에서 자신의 아들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나무에 매어 버려둔 일은 사
리나 인정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자
가 소학을 만들 때 이미 삭제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없을 수 없었다.37) 이에 대하여 김장생은 “그럼에도 여기에 수록
한 것에는 반드시 그만한 까닭이 있었을 것이나, 나로서는 감히 알 수
없다.”38)고 하였고, 유휘문은 소학장구에 “여기서 그 일이 반드시 이
치에 맞는지는 논할 것 없이, 다만 그 우애를 돈독히 한 정이 어려움을
만남에 더욱 드러났기에 취한 것이다.”39)고 주석하였다. 이는 소학에
수록된 타당성에 의의를 두려고 고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호
는 이 내용이 소학에 수록된 것과 관련하여 그의 문도인 무명자 윤기
(1741~1826)가 ‘형제의 우애에 가까워서 취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다음
과 같이 답변하였다.
본서[진서「등유전｣]에 ‘다음날 아들이 따라왔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차라리 함께 죽을지언정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마음에 차마 심한 일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게 한다.40)

성호는 이 일이 인정이나 사리에 가깝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소학질서에는 이와 더불어 등유가 하동태수가 되었을 때 석륵의 모함
을 받아 도망친 일과 관련하여 “등유가 임지에서 죽지 않고 구차하게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으니, 이는 그 자신이 죽기로써 지키면서 도를
37) 金鍾厚, 本庵集 卷5, ｢小學箚錄｣. “如鄧攸搏子於樹, 似涉已甚, 恐此等處誠
可削.”
38) 金長生, 沙溪全書 卷11, ｢經書辨疑―小學｣. “亦見收入 必有所以而不敢知
耳.”
39) 유휘문 지음ㆍ박순남 옮김, 사람 꼴을 만드는 책 역주 소학장구(민속원,
2021), p.596. “愚按 此未論其事之必中乎理, 特取其篤友之情, 臨難而愈著也.”
40) 尹愭, 無名子集 7책, ｢小學問目-星湖李先生答｣. “本書云次日及之, 則非急
猝之甚, 寧與之同死, 何至於此. 甚忍心之事, 令人掩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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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게 해야 함을 행하지 못한 것이다. 어찌 자식에게만 그것을 차마하
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41) 라고 하여 그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동현학칙 ․ 동학 선행 편 장유지서 장에 나란히 채록된 선조 조 정
협의 일화는 이런 점에서 이와 대비될 만하다. 임진란에 정협은 강화로
피난 가는 나루터에서 배가 작아 모두 다 타지 못할 것을 알고서는 죽
은 아우의 처자식을 먼저 건네고, 자신은 처자식과 함께 나루터에 남았
다는 일화이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 일이 등백도에 비유되어져 있다. 정
협이 행한 행동은 형제와 부자의 의리에 모두 합당한 조치이다. 정엽의
일화에서 그 후의 거취는 ‘다행히 모두 화를 모면하였다’는 것이지만, 등
유의 결말은 이후 ‘아들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말의 징후에서
의리의 타당성이 사실상 드러난 셈이다. 이 조목은 소학에서와 마찬가
지로 장유 장의 형제의 우애 절에 들어가 있다. 전쟁이라는 사정 속에
아우의 가족을 먼저 구하였다는 점에서는 등유에 비유되었을 것이나, 그
사건의 정황이 인정과 사리에 합당하도록 당위성을 찾았다는 점은 등유
일화가 가진 도덕성의 시비에 대한 성호를 비롯한 여타 주석가들의 지
적을 염두에 둔 채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학에서 문제시 되었던 인물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채록
하더라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언행은 일부가 조정되어 수록되었다.
소학 가언 편 제 6조에 수록된 마원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는 남의
비평을 즐겨하는 조카들을 훈계하며, 두계량과 용백고 두 인물을 비교하
여 그 장 ․ 단점을 들어 경계의 말을 남겼다. 일찍이 이에 대해 여조겸은
“마원이 자제를 가르칠 때 본디 남의 허물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
지만, 도리어 자신이 남의 허물을 말하였다. 그 후에 뇌물을 받았다는
비방이 바로 교지에서 쓴 글 때문이니, 그 자손이 화를 면하기 전에 자
신이 먼저 화를 받은 것이다.”42)고 주석하였다. 이이는 소학집주에 이
41) 李瀷, 小學疾書(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p.876-b. “攸爲臣不能死封疆, 苟
焉逃免, 是於其身不得爲守死善道者也. 何獨忍於子至此.”
42) 유휘문 지음ㆍ박순남 옮김, 사람 꼴을 만드는 책 역주 소학장구(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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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석하지 않았지만, 정약용은 소학지언에 “그 자신이 먼저 이를 범
하여 용백고와 두계량의 장 ․ 단점을 논의하였으니, 말이 행실을 돌아보
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43)고 주석하였다. 이 두 사람은 마원의 논평이
가언 편의 본지를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지적한 것이
다. 안정복은 하학지남 謹言章 ‘言人過之非’ 절 아래 이 조목을 두면서
도 그 내용을 조절하여 두 사람에 대해 평가한 내용은 실지 않았다.44)
그리고서 그 아래 황희의 ‘不言長短’의 일화를 채록하여 두었다. 동현학
칙에는 마원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남의 장단점을 논하다 보면 경박한
습관을 더욱 조장시킬까 염려된다[가언:73]”는 퇴계의 말을 둔 것은 여타
소학 주석가들의 논의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그 말이 훌륭하더라도 인물의 언행이 일치되지 못한 내용은
조정하면서, 특히 유가의 기본 덕목으로 청렴과 검소함에 대한 미덕을
추구함으로써 이를 통해 풍속을 교화하려고 한 학자들의 고심이 소학서
의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한 사례는 술과 관련된 것
이다. 동현학칙 가언 편의 음식지절에는 10조목이 분속되어 있는데,
이 중 5조목이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니, 그 경계
함이 심한 것이다. 하학지남 또한 飮食 章에 ‘言酒節’을 별도로 두고 8
조목을 분속시켜두었다. 그러면서 이 절의 말미에 안정복은 자신의 생각
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여 두었다.
내가 살펴보니 술이라는 음식은 먼저 사람의 기혈을 어지럽히고, 다음에는
사람의 심지를 바꾸어 버리니, 진실로 사람을 죽이는 짐독이다.… 정선생[정
여창], 이선생[이황]과 같은 대현도 초년에는 이와 같은 실수가 있었다.45)… 조

2021), p.393. “呂氏曰 馬援敎子 本不欲言人之禍而已. 反自言人禍, 其後薏苡
之謗, 正坐交趾之書, 未能免其子之禍, 而己先受其禍矣.”
43) 丁若鏞, 小學枝言. “身先犯之，議龍杜長短，可謂言不顧行矣.”
44)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
학논총(한국문학회, 2021)제87집, p.96.
45) 정일두가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되어 어머니의 걱정을 끼친 일과 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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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취하는데 이르면 즉시 그만두어야지, 탐하고 미련을 두어 마음을 풀어 놓
아 후회하는데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46)

하학지남과 동현학칙이 저술된 18세기는 쌀의 생산량이 증대되면
서 술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술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금주령이 내려지는 등 여러 논란이 그
치지 않았다.47) 그러므로 그 시대에 요구되었던 유자로서의 행위의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이 심술과
위의를 모두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 더욱 지난날의 정여창과 이황을
언급한 것은 술이 가져오는 지극한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풍속
교화의 실천 교재였던 소학서에 술에 관한 조항이 음식지절의 조목으로
다수 채록된 준거에는 유자로서의 모범적인 행실을 갖추길 요구하였던
시대적 사명감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학 주석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출처가 된 경서와의 비
교 검토를 통해 유가의 예법에 적합하지 못한 사례를 다시 고찰하여 재
구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소학 명륜 편 제 67조에는 혼인의 신중함을 설명하기 위한 조목으
로 ‘五不取’48)를 두었다. 일찍이 이 조목에 대해 중국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49) 특히 ‘喪父長子不取’는 이것을 혼인불가의 사유로 삼을
술에 취해 말에서 떨어진 일을 말함.
46) 安鼎福 著ㆍ李采求 譯, 國譯下學指南(장서원, 2006 영인본), p.57. “按酒之
爲物, 先亂人氣血, 次易人心志, 誠戕人之酖毒也.(中略)鄭李大賢初年 猶此失,
況下此者乎.(中略)至微醺卽止, 不可放情貪戀以致悔恨也.”
47) 엄현상, ｢향음주례와 금주령으로 본 술 문화연구｣(동양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20), pp.68~70.
48) 五不取는 ‘반역한 집안의 자식’, ‘음란한 집안의 자식’, ‘대대로 형벌을 받은
집안의 자식’, ‘대대로 나쁜 질병이 있는 집안의 자식’, ‘아버지를 잃은 맏딸’
등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혼인의 상대자로 취하지 않는다.
49) 유휘문 지음ㆍ박순남 옮김, 사람 꼴을 만드는 책 역주소학장구(민속원,
2021), p.203. “眞氏曰 喪父長子不取, 先儒以為疑. 若父雖喪而母賢, 則其敎女
必有法, 又非所拘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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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차녀의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촌
이희조는 “반역한 집안의 자식 이외에 그 나머지는 일절 논정하기 어렵
다.”고 하고서 ‘아버지의 유무에 따라 자식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으로 나
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준하여, 아버지와 오빠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어질지 못한 경우가 있고, 자립해서도 어진 경우가
있으니 말이 뜻을 해쳐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다.50) 특히 성호는 이 구절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51) 그러므로 이러한 문
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조항을 혼인조건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김형
재의 대동소학 명륜 편 부부지별 장에는 학봉 김성일이 오불취 중 ‘반
역한 집안의 자식’, ‘음란한 집안의 자식’, ‘대대로 악질이 있는 집안의 자
식’과는 혼인하지 않다는 3조목만을 혼인 불가의 근거로 삼은 것이 채록
되어 있다.52) 이러한 채록의 준거는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한 선현들의
견해에 동의한 조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같은 조목 아래 七去之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
목과 관련하여 “옛날에는 아내를 내보내도 달리 시집 갈 길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일생을 마치니, 情義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한시 하여서는 안 된다”53)는 퇴계의 말은 이 구절을 당대의
의리로서 조처한 해석이다. 이 내용이 동현학칙의 한 조목으로 채택된
준거는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50) 李喜朝, 芝村集 권31, ｢小學箚疑｣. “且此五不取逆家子外, 其餘皆難一切論
定. 似以大槩言之, 設令其先世如許, 至其身果賢矣, 則豈容可棄. 况喪父長子,
則尤未必然, 如有父兄之敎者, 未必盡賢, 其或自立向善者, 未必不賢也. 此皆
不可以辭害意處也.”
51) 박순남, ｢조선후기 소학학의 형성과 전개｣(경성대박사학위논문, 2012),
pp.140~143.
52) 金亨在 編著ㆍ李民樹 譯解, 新譯大東小學(홍신문화사, 1997), p.51.
53) 황덕길 지음ㆍ남재주 옮김, 아동을 위한 조선판 “소학” 역주 동현학칙(민
속원, 2018),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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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학서류에 채록된 인물과 사건은 시대적 의리와 일정한 연
관성을 가지고 채록되었다. 이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활약하거나 절개
를 지킨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충절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대거
채록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동현학칙 보다는 해동소학ㆍ대동소학
에 수록된 인물 수가 월등히 많으며, 특히 충절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항거하였던 내용이 중요한 채록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왕조
교체기에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들 소학서 군신 장에 모두 채록된 것
과는 다르게 왕위 찬탈과 관련하여 세조에 항거하였던 사육신에 대한
일화는 해동소학 ․ 대동소학에만 수록되어있다. 이러한 점은 왕조가
유지되는 시점에 선왕조에 대해 쉽게 논의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하여
본다면 해동소학은 참신한 저술이다. 그러나 해동소학이 저술된 19
세기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 국권이 위협을 받던 시기였고, 대동소학이
저술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임을 주목해 볼 때, 이 책이 도덕 원리로서,
의리의 각성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랐던 그들의 소신이 반영
된 결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은 이들 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가 왜 동
국의 인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이며, 이를 통해 한국 소학서로서 소학 학문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
던 그 꾸준한 성과가 집약되어있음을 확인케 한다.
한편 소학서마다 그 채록된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이
고 있다. 일례로 앞서 살펴본 성종조의 인물 경징군 이연이 그러하다. 동
현학칙과 동학에는 이연보다는 그 행실에 감화된 양수척 삼 형제의
일화가 위주로 되어있다. 반면 해동소학과 대동소학은 병든 아버지
를 위해 이연이 기원하니, 잉어가 뛰어오르고, 한 겨울에 신감채[쓴나물]
가 자라났다는 신이한 일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가 채록한 내용은
저자의 관심이나 취향을 반영한다는 점에 기인해 보면 채록된 내용에
대한 일정한 경향은 이들 책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일정한 준거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하학지남, 동현학칙과 동
학, 그리고 해동소학과 대동소학이 비슷한 얼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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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세 책은 본문을 구성하는데 합리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이
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조목으로 채택하였다면, 제비가 여묘하는 집에
집을 지었는데 새끼가 모두 백색이었다는 일화[해동소학],여막에 범이
노루를 잡아서 가져다주면서 지켰다는 일화[대동소학] 등 뒤의 두 책은
구체적이면서도 신묘한 일들을 더한 야사나 야담에서 채록한 일화가 적
지 않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하학지남, 동현학칙, 동학
이 수신 함양을 위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된 소학서라고 한다면, 해동소
학, 대동소학은 정서 진작을 통한 감발에 중점을 두고 저술된 소학서
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호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류는 ‘의리 강명’이라는 중요
한 논조 아래 소학서의 본문 구성을 해당 편장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
도록 인물의 사적을 나누거나 일화를 달리하여 장절을 분속 배치하고,
동국 선현의 모범적인 실천 사례로 소학의 인물이나 사건을 대체하면
서 흠이 없는 소학서를 만들고자 하였던 논의는 한국 소학학의 한 성과
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주자의 소학이 아닌 한국의 소학서로 소학
학문의 표준을 삼고자 하였던 이들 학파의 소학 이해가 한 학파의 소
학서에 대한 논의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승 계승되고 있는 점은 한국의
독자적인 소학서로서의 그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Ⅳ. 결론
성호학파에서 생산된 하학지남 ․ 동현학칙 ․ 해동소학, 그리고 이
를 계승하여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동학 ․ 대동소학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자의 소학이 한국적 소학으로 변용되는 과정 속에서 소학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인물의 도덕성이나 사건의 적합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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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수용되고 변모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소학 교재로 산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저술서가 산출된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
었던 점은 성호 이익의 소학질서 속에 수록된 소학 인물과 사건의
전고에 대한 그의 주석이다. 성호는 소학의 인물과 사건의 전고에 대
한 고증에 특별히 힘을 기울이면서, 소학의 계고 편 및 가언 ․ 선행 편
에 수록된 인물이나 사건의 언행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대한 경계의 문
제를 언급하면서 소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성
호의 문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학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인
물들에게서 소학 학문의 표준을 삼으려고 하였던 의도 속에는 이러한
사정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여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호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는 주자의 소학체계를 응용
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성과 내용체계를 달리한 한국 소학서로서의 특징
적인 면모를 갖춘 소학서가 구상되었음이 규명되었다.
첫째, 소학학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소학의 편장 분절체제에 대한
이견을 수용하여 소학서를 저술하는 중요한 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학서의 본문 내용이 편장의 의리에 부합되도록 인물이나 사건을 재분
속시키면서, 동일 인물이더라도 장절의 경계가 새로이 세워지고 되었고,
소학과 편차를 달리하는 구성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
라 인물의 至行으로 당대 사회의 표준을 삼고자 하였던 의도 아래 선행
편의 전체적인 비중이 증가하면서 선행 편 붕우지교 장이 보강되었다.
소학에 선행 편 붕우지교 장 아래 1조목이 분속된 것과 달리 동현학
칙 선행 편 붕우지교 장 아래 39조목을 필두로 하여, 해동소학 15조
목, 동학 15조목, 대동소학 17조목이 새로이 분속되면서 소학의
붕우지교 장에 대한 편차의 난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소학서가 만들어졌
던 시기에 따라 그 수록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강하였다. 특별히 중요
하게 다루고자 하는 논의는 각 소학서의 성격에 따라 조목을 늘리기도
하였다. 하학지남, 동현학칙, 동학은 경신 편의 비중이 증가하였
으며, 해동소학, 대동소학은 명륜 편의 조목 구성에 좀 더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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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또한 그 시의성에 따라 하학지남 아래 禦下章, 治産章, 處事章
등이 새로이 만들어졌고, 대동소학에 明衛生之方, 明器量之力, 明修養
之方, 明經濟之道, 明技藝之術 등 5장이 더 보태어졌다.
둘째, 의리 강명이라는 소학학의 중요한 논제를 반영하여 이에 준거
한 인물과 사건이 채록되었다. 이에 따라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된 소
학의 인물 가운데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배제되었
으며, 일부 내용은 조정되어 수록되었으며, 이는 동국 선현의 일화를 채
록하는 일정한 준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유가의 기본 덕목으로 청렴과
검소함에 대한 미덕이 강조되면서 유가의 예법에 적합한 내용으로 채록
되었다. 이러한 채록의 준거는 해당 조목의 객관적 합리성과 시대성을
고려한 조처에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학파의 소학서류에 채록된
인물과 사건은 시대적 추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한국
의 소학서로 소학 학문의 표준을 삼고자 하였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신 도덕의 교재로서 불완전한 책이었던 소학이 이들 학
파의 소학서류에 채록된 인물이나 사건이 인정이나 사리에 적합하고, 유
가의 예법에 합당한 내용들로 수정 보완되면서 완결된 소학서로서 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인물이나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저자의 관심이나 취향
이 반영되면서 소학서마다 채록된 내용이 다르기도 하였다. 하학지남
동현학칙과 동학에 수록된 일화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을 수록
한 것이 많은 반면, 해동소학과 대동소학은 신이한 일화나 감동을
위주로 한 것을 주로 채록하여 두었다. 따라서 해당 소학서의 채록된 내
용에 견주어 하학지남 동현학칙 동학은 수신 함양을 실천으로 하
는 소학서로, 해동소학과 대동소학은 정서 진작을 통한 감발에 중
점을 둔 소학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이들 각 소학서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승 전수된 사례로 삼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성호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는 ‘의리강명’이라는 중요한
논조 아래 소학서의 본문 구성을 해당 조목의 의리에 입각하여 분속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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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그에 적합한 인물이나 사건을 배치하여 흠이 없는 소학서를 만
들고자 하였던 논의가 반영된 한국 소학학의 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학파의 소학서에 대한 논의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승 계
승되고 있는 점은 한국의 독자적인 소학서로서의 그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성호가 소학질서를 통해 소학에 수록된 인물이 소학
의 본지를 밝히는데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
이는 이들 소학 학문의 체계는 성호학파의 소학 이해에 대한 일정한
경향으로 규명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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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s of Sohak
- The morality of the character case in the Seongho School's of Sohakseoryu's / Bak, Soon-nam
In the process of Chu Hsi's Sohak being transformed into Korean Sohak,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difficult problems of the Sohak turn, morality
check of the characters or events in the text, and whether important issues were
reflected in the Sohakseo of Korea. In particular, Sohakseo continued to be
published in Seongho Leek-Ik's studying under. This can take a look at the
discussion of the Sohak of these Schools.
Sohakseo was created by reflecting roughly two important discussions. First,
Sohak's Side and Chapter were newly organized, so that the Side and Chapter
became constant. Therefore, Sohak's imbalance was resolved by putting an article
in the friendship chaptet under the Seonhaeng Side. And by Dividing and
Adjusting the contents of the main text, the composition system was renewed.
Second, The content and character events contained in the text of Sohakseo
were organized to sui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xt.
This point also served as a standard for recording Korean characters. The
content system was construct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text was composed by reflecting the Korean people,
customs, and social conditions. This point is Korean Sohakseo, which is intended
to be the standard of Sohak study. And Korea's own Sohak textbook was
completed, not China.
Key Words: Korean Confucianism, Changes and Sohak, Seongho School
Sohakseoryu's, Morality Identification, Characters and Incident,
Side and Chap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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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子 ｢大學章句序｣에 대한 峿堂의 수사학적
독법

신 재 식*1)
목차
Ⅰ. 머리말

Ⅲ. ｢大學章句序｣에 대한 수사학적

Ⅱ. 峿堂의 독법과 唐宋派 문학

독법
Ⅳ. 맺음말

論文 抄錄
峿堂 李象秀(1820-1882)는 老論系 문인으로 唐宋派 문학론을 발전시킨 인물
이다. 그는 당송파 문학론의 수사법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한 산문 독법을 고
안하고 이를 독해에 적용하는 지침서를 집필하였다. 그 ｢大學章句序讀法｣은
당송파 문학론의 수사법을 朱子의 ｢大學章句序｣ 독해에 적용한 지침서로, 당
송파 문학론의 계승 양상 뿐 아니라 조선후기 산문의 수사법과 학습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이다. 이상수는 ｢大學章句序｣에 수사학적 기법이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단서로 ｢大學章句序｣의 문장을 분석
하여 大註와 小註의 형태로 부기함으로써 독해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의 과정을 재구한 결과,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성을
통한 주제의 장악, 기교를 통한 의도의 포착, 부연을 통한 함의의 명료화 등이
그것이다. 즉 ｢大學章句序｣의 종지와 골자를 포착하고 이를 단서로 각 단락과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논문투고일: 2021.01.21 / 심사개시일: 2021.05.17 / 게재확정일: 2021.06.15

124 退溪學論叢 第37輯

그들 간의 호응 관계를 파악하여 그 전체의 구성과 요지(1단 大學의 정의, 2단
고대 大學의 敎法, 3단 孔子의 大學 전수, 4단 후대 大學의 폐지, 5단 二程의
대학 표장, 6단 朱子의 장구 저술)를 정리한 것, 그 다양한 수사학적 기교(기
세, 반복, 대조, 과도, 어감 등)를 포착하여 작자인 주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
서로 활용한 것, 그 주제(大學의 ‘明德’ ․ ‘三綱領’ ․ ‘八條目’, 朱子의 大學 改

正, 異端 등)와 관련한 다양한 소재마다 자세한 해설을 부가하여 그 함의를
명료히 함으로써 수사학적 분석을 보조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이상수는 문학의 수사학적 분석을 학문에까지 적용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성과는 창작과 독해 역량의 증
진이라는 당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것이 단지 이상수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인 朴文鎬
의 경전 해석에 전승되는 등 조선후기 경학의 연구방법론 발전에 다소 기여
하였다는 점에서 문학과 학문을 아우르는 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주제어 : 李象秀, 老論系, 唐宋派 文學, 修辭學的 分析, 讀法, 朱子, 大學章句

序

Ⅰ. 머리말
大學章句는 朱子學 입문서이다. 그리고 그 서문인 朱子의 ｢大學章
句序｣는 性理說 ․ 道統論 ․ 교육의 목표와 과정 ․ 大學 개정의 정당성 등
주자학의 학문 성향을 천명한바 大學章句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大學章句 본문에 대한 분석은 많지만 정작 그 지침이 되는 ｢大學章句
序｣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의 경우 大全 小註에 수록된
陳櫟의 설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측면에서 峿堂 李象秀
(1820-1882) ｢大學章句序讀法｣(峿堂先生文集 권22)의 사례는 주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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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상수는 조선후기 老論系 문인으로 唐宋派 문학론을 발전시킨 인물
이다. 그는 당송파 문학론의 수사법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한 산문 독법
을 고안하고 이를 독해에 적용하는 지침서를 집필하였다. ｢大學章句序
讀 法｣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大學章句序讀法｣은 당송파 문학론의 수
사법을 ｢大學章句序｣ 독해에 적용한 지침서로, 당송파 문학론의 계승 양
상 뿐 아니라 조선후기 산문의 수사법과 학습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적
절한 사례이다. 이것이 ｢大學章句序讀法｣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상수 관련 연구는 주로 문학 장르에 국한되어 있었다.1) 최근에 들
어서 考證學 수용 ․ 春秋 연구 등 학문 관련 연구에 착수하나2) 그 학문
연구의 주요 특징인 문학 분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처 해명하지 못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이상수 산문 독법의 성립 배경과 그 수사학적
성격을 고찰하고 ｢大學章句序讀法｣을 통해 이상수 독법의 실천 사례와
그 양상을 검토하여 그 의의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1) 강전섭, ｢金剛別曲의 作者에 對하여｣,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1982) 제
87집; 김기영, ｢峿堂 李象秀의 금강별곡 연구｣, 어문연구(어문연구학회,
1995) 제26집; 김용남, ｢李象秀의 속리산유기에 드러나는 의론의 강화와 그
특징｣, 고전문학과 교육(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제17집; 이향배, ｢峿
堂 李象秀의 散文批評論 연구｣, 어문연구(어문연구학회, 2009) 제56집; 이
현호, ｢峿堂 李象秀의 史記 평술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동양한문학
회, 2010) 제31집; 신재식, ｢峿堂 李象秀의 ｢唐文評｣ 연구｣, 대동문화연구(성
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제107집.
2) 신재식, ｢峿堂 李象秀 학문의 考證學과 그 성격｣, 동양한문학연구(동양한
문학회, 2012) 제34집; 신재식, ｢｢春秋三傳同異攷序｣를 통해 본 峿堂 李象秀
의 학문성향｣, 동양한문학연구(동양한문학회, 2016) 제44집; 신재식, ｢峿堂
李象秀의 論語 해석과 朱子學｣, 동양한문학연구(동양한문학회, 2021) 제
5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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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峿堂의 독법과 唐宋派 문학
이상수는 老論系 문인으로 唐宋派 문학론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가
당송파 문학론을 수용한 계기는 秋史 문인과의 교유에 있다.3) 예컨대 22
세 추사의 문인인 신헌과의 교유를 계기로 史評을 집필한 것, 29세 추사
의 문인인 윤정현과의 교유를 계기로 古文析義 ․ 唐宋八大家文鈔 등
을 접하고 ｢歸去來辭句解｣ ․ ｢出師表句解｣(峿堂先生文集 권22) 등 句解,
｢酷吏傳評｣ ․ ｢貨殖傳評｣(峿堂先生文集 권20) 등 史評, ｢唐文評｣ 등 산
문비평을 저술한 것, 北靑에 유배 중인 추사를 방문하여 문학과 학문의
훈도를 받고 ｢北靑問答｣(峿堂先生文集 권20)을 남긴 것이 그것이다.4)
그 과정에서 이상수가 열독한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 ․ 林雲銘의 古
文析義 등은 당송파의 문학비평서이고, 김정희와의 문답에서 이상수가
‘古文의 嫡統’으로 평가한 歐陽修 ․ 曾鞏 등은 당송파 歸有光의 문학평론
에서 유래한 것이다.5) 이로써 이상수가 추사 문인과의 교유를 계기로 당
송파 문학론을 접하고 깊은 식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서
주목할 점은 당송파 문학론을 단지 수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가 당송파 문학론의 수사법을 활용한 산문 독법을 고안하게 된 계
3) 김채식, ｢峿堂 李象秀의 山水論과 ｢東行山水記｣ 분석｣(성균관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1), pp.8-19 참고.
4) 李象秀, ｢唐文評(壬子)｣, 峿堂先生文集：韓國歷代文集叢書(경인문화사,
1999) 권20. “鹿門已貶其儒墨相混之矣 … 鹿門以爲韓公堂堂之陣整整之旗 …
鹿門所以推爲第一.” 이하 峿堂先生文集은 출처를 생략한다. 李象秀, ｢歸
去來辭句解(己酉)｣, 峿堂先生文集 권22. “林西仲曰”; 李象秀, ｢出師表句解
(己酉)｣, 峿堂先生文集 권22. “林云”; 李象秀, ｢北靑問答(壬子)｣, 峿堂先生
文集 권20. “古文者昌黎後, 歐陽公爲嫡傳, 曾南豊王荊公, 亦其肖孫也. 東坡
如天人變化, 其實不得與於正宗. 元人未嘗無大方而無聞焉. 至皇明, 歸震川直
接虹橋, 上紹歐曾之統.”; 李象秀, ｢酷吏傳評(壬子)｣, 峿堂先生文集 권20; 李
象秀, ｢貨殖傳評(壬子)｣, 峿堂先生文集 권20.
5)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소명출판, 2007), pp.35-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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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교육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사에 급제하는 40세 이후
에 훈장으로서 교육에 헌신한다.6) 그 과정에서 과거의 폐단과 교육의 쇠
퇴를 목격하고7) 학동의 독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법을 고심한다. 예컨대
｢孟子筆程｣ ․ ｢論語筆程｣(峿堂先生文集 권18, 1862년) 등 論語 ․ 孟
子의 문장을 분석한 지침서를 집필한 것8), 독서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
한 ｢讀書二則｣(峿堂先生文集 권17, 1876년)을 고안한 것이 그것이다.
그 독서의 원칙은 당송파 수사법을 활용한 것이다. ｢讀書二則｣을 보자.
독서 이후에 작문에 능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작문 이후에야 독서
에 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인가. 문장에는 다 법이 있다. 단지 그
말만 얻고 법을 모른다면 고인의 묘처를 알 수 없다. … 무엇을 문법이라 하
는가. 章에 章法이 있고 句에 句法이 있고 字에 자법이 있다. … 작문은 다 여
기서 나온다. … 독서하는 자는 우선 宗旨를 구하고 다음으로 結構를 찾아야
한다. 결구를 찾지 못하면 종지의 핵심 소재도 나오지 않는다. 鋪置 ․ 次第 ․ 脈
理 ․ 段落 등을 단위별로 분절하여 분명히 분석해야 그 전체를 관통할 수 있어
서 작자의 묘처가 드러나게 된다.9)

당송파 작법의 핵심은 宗旨를 구하고 구성을 찾는 것이다. 종지란 작
품의 창작을 통해 전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이고, 동시에 부속된 여러 제
6) 김채식, 앞의 논문(2001), pp.18-19 참고.
7) 李象秀, ｢讀書二則(癸酉)｣, 峿堂先生文集 권17. “今之讀書者, 只爲作時文,
作時文者, 讀書不必求法, 略得辭義皮膚, 則已摘其文句, 足以成篇, 不尋結構,
未嘗有妨於取科第, 故文法在所不言, 然班馬韓歐之文, 童習至白紛, 問其何以
妙乎, 則不能置對.”
8) 동일한 시기에 저술된 ｢讀詩隨筆(壬戌)｣(峿堂先生文集 권18)의 세주에 ‘壬
戌’이라 명기된 것을 보면 ｢孟子筆程｣ ․ ｢論語筆程｣ 역시 1862년에 저술되었
음을 알 수 있다. 1862년에 이상수는 나이가 43세였다.
9) 李象秀, ｢讀書二則(癸酉)｣, 峿堂先生文集 권17. “讀書而後能作文, 固矣. 余
謂作文而後乃能讀書, 何也. 凡文字皆有法, 只得其辭而不曉其法, 則不知古人
妙處. … 何謂文法也. 章有章法, 句有句法, 字有字法, … 作文無不由是而出.
… 讀之者先求宗旨, 次尋結構. 結構不尋, 則宗旨肯綮之所在亦不出. 鋪置次第,
脈理段落, 支分節解, 瞭然昭晰, 乃可以貫其全體, 而作者妙處始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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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는 구심점이다. 구성이란 서사 전개의 일관성
을 위하여 문장의 집합에 조직화된 질서를 부여하는 장치이다.10) 즉 작
품 전체의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문장의 단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작가가 자신의 주제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모든 문장의 단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수사법을 활용한
까닭에 모든 작품에 수사법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래 宋代
이래로 과거 시험에 필요한 작문을 학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당송
파가 이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문장 학습의 전범으로 당송팔대가의 문장
을 제시하고 그 수사학적 장치를 학습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이상
수는 이 당송파 수사법을 모든 작품의 독해에 적용한다. 즉 독자 역시
수사법을 역으로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문장의 구성을 분석하면 작품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 이를 반복하면 문장력과 아울러 독해
력 역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11) 이것이 이른바 수사학적 독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수사학적 독법의 활용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그 계기는 주자의 ｢大學章句序｣ 등의 독서이다.
어려서 ｢中庸章句序｣ ․ ｢大學章句序｣를 읽을 때는 그것이 좋은지 알지 못하
고 그저 주자의 문장이라 좋을 것이라 여기니 이러할 뿐이었습니다. 40세 이
후에 다시 읽고서야 그것이 좋은지 다소 깨닫고 계속 읽을수록 그것이 좋은
지 더욱 보이기에, 이내 한 자도 바꿀 수 없고 혼연히 천성을 이루어서 인력
이 아닌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탄식하기를 ‘주자의 문장이 이와 같거늘,
어째서 주자를 배우는 자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주자의 문장이 이러한 경
지에 이른 데는 필시 그 所以然이 있을 것이다. 함부로 한 두 마디로 찬사하
고자 하나 그러지 못하고, 한 두 마디로 그 좋은 점을 형용하고자 하나 그러
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제 족하의 서신을 받아 읽으니 유감이 없습니다. 족하

10) 신재식, ｢峿堂 李象秀의 孟子 文法｣, 동양한문학연구(동양한문학회,
2020) 제55집, p.108 참고.
11) 신재식, ｢峿堂 李象秀의 ｢唐文評｣ 연구｣,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2019) 제107집, pp.220-2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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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말씀하기를 “작문에서의 纂組와 彫刻은 주자가 크게 경계한 바라, 그저
辭達分曉 ․ 理到條暢만 취하였다. 그럼에도 천지간의 名物에 관한 일로 대소 ․
경중을 막론하고 그 붓끝에 들어가면 다 말이 되었다.” 하니, 이는 주자의 문
장이 좋은 까닭을 깊이 터득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언급하되 章이 있고
담담하되 厭하지 않고 간략하되 문식이 있고 온건하되 이치가 있다.” 하니,
그 주자의 문장에 대한 형용 또한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호라! 제가
말하고자 하나 그러지 못한 바를 족하께서 어렵지 않게 서서히 내어 주었습
니다. 이는 족하께서 주자의 문장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는 것이고, 또 저를
대신해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이니, 저의 상쾌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주자의 문장이 좋은 까닭을 깊이 터득하였다면 주자를 배운 자의 문장
이 좋지 않은 까닭도 어찌 그 까닭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12)

1867년 尹周老에게 답한 서신이다. 이상수는 주자의 ｢大學章句序｣ 등
을 독서하고 그 높은 문학적 성취를 간파한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윤주로가 그 단서를 제공해준 것이다. 이른
바 辭達分曉 ․ 理到條暢, 즉 주자가 작문에서 유기적 구성을 추구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주자의 학문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주자의 문
학부터 섭렵해야 하고 그 문학적 특성인 유기적 구성부터 파악해야 한
다는 것으로, 이상수의 수사학적 독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자의 문장에 대한 논의는 이후 실체화된다. 즉 ｢大學章句序讀法｣ ․
｢中庸章句序讀法｣(峿堂先生文集 권22, 1870년) 등 ｢大學章句序｣ ․ ｢中庸
12) 李象秀, ｢答尹周老(丁卯)｣, 峿堂先生文集 권8. “少讀中庸大學序, 未知其好
也, 以爲朱子之文故應好爾, 若是而已. 四十以後復讀之, 始稍稍知其好, 愈讀
之, 愈見其好, 乃一字不可易, 而渾然天成, 類非人力者. 歎曰：‘朱子之文如此,
奈何學朱者不然乎. 然朱子之文之至於此, 必有其所以然, 妄欲以一二語贊之
而不能也, 欲以一二語形容其好而又不能也.’ 伏讀來書, 可以無憾矣. 有曰：
‘臨文而纂組彫刻, 朱子所大戒, 只取辭達而分曉, 理到而條暢, 天壤間名物事,
爲洪纖緊歇, 入其筆下, 靡不成言.’ 是於朱文所以好者, 深得其故矣. 又曰：‘言
而有章, 淡而不厭, 簡而文, 溫而理.’ 其形容朱文, 亦莫是爲善也. 嗟乎! 僕之所
欲言而未能者, 足下徐而出之不難, 是足下於朱文, 有深造之妙, 而且爲僕代搔
其癢, 僕之爽然, 其何如也. 旣於朱文之所以好者, 得其故焉, 則學朱之文所以
不好者, 豈反不知其故耶.”

130 退溪學論叢 第37輯

章句 序｣의 문학적 장치를 분석한 독법을 집필한 것이 그것이다. 이로써
주자의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수사학적 독법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그 분석의 대상 역시 주자
학 입문서 大學章句의 서문이라는 점에서 그 수사학적 독법을 학문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이 ｢大學章句序讀
法｣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Ⅲ. ｢大學章句序｣에 대한 수사학적 독법
이상수의 ｢大學章句序讀法｣은 大註와 小註로 이루어져 있다. 대주는
｢大學章句序｣의 수사학적 특징을 소개하여 독해의 지침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
이 글은 의론으로 서사를 행함에 융화되어 흔적이 없다. 전편은 순류한 필
법으로 도처마다 조응되어 자주 곡절을 이루는데 전부 성리에서 용련되어 나
온다. 기롱이나 예봉이 한 자도 없고 어록을 쓴 데가 한 획도 없다. 작문가의
기량도 철저히 배제하고 강학가의 첩경도 답습하지 않았다. 純粹正大하고 昌
明深厚하며 一氣運用하여 辭達理暢하니 三代 이후 유자 제일의 문장이다. ｢中
庸章句序｣와 구성이 같다. 6단락으로 나누어야 한다.13)

‘三代 이후 유자 제일의 문장’이라 극찬한 바와 같이 이상수는 유학자
최고의 문장으로 주자의 ｢大學章句序｣를 선정한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
게 밝힌다. “내용이 잘 전달되고 조리가 분명하다.[辭達理暢]” 조리가 분
13)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此文以議論行敍事, 融化
無跡, 通篇順流之筆, 而處處照顧, 屢爲曲折, 全從性理鎔鍊而出, 無一字掉弄
機鋒, 亦無一筆用語錄, 旣絶去作文家技倆, 又不涉講學家畦徑, 純粹正大, 昌
明深厚, 一氣運用, 理暢辭達, 三代以後儒者第一文章. 與中庸章句序一般機抒,
當分六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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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는 것은 유기적 구성을 지적한 것이고 내용이 잘 전달된다는 것
은 유기적 구성의 결과이다. 이로써 이상수가 유기적 구성을 비평의 준
거로 삼았으며 ｢大學章句序｣를 그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大學章句序｣의 유기적 구성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一氣로 운용된다”, “도처마다 조응되어 자주 곡절을 이룬다”, “6단으로
나뉜다.” 一氣의 운용이란 주제의 일관성 있는 전개를 위해 작품을 이루
는 각 문장의 단위 전체에 조직화된 질서를 부여하는 이른바 구성의 법
도를 지적한 것으로, 단락 ․ 조응 ․ 곡절 역시 그 법도 중의 하나이다. 이러
한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기적 구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기롱이나 예봉이 한 자도 없고 어록을 쓴 데가 한 획도
없다. 작문가의 기량도 철저히 배제하고 강학가의 첩경도 답습하지 않았
다.” 하여 기교가 절제된 정통파 고문을 구사한 점, “전부 성리에서 용련
되어 나온다” 하여 주제의 일관성과 효용성을 중시한 점, “의론으로 서
사를 행함에 융화되어 흔적이 없다”, “순류한 필법이다” 하여 서사체의
형식으로 의론문을 구사한 점 등을 ｢大學章句序｣의 특징으로 들었다. 이
는 다 구성의 법도를 중시하는 당송파 문학론에 부합하며, 그가 고안한
수사학적 독법과 일치한다. 이로써 이상수가 ｢大學章句序｣ 독해에서 수
사학적 독법을 준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大學章句序｣ 독해에서 수사학적 독법이 어떻게 활용되는
가. ‘宗旨를 구하고 구성을 찾는다’는 그 독서의 원칙(｢讀書二則｣)에 단서
가 있다. ｢大學章句序讀法｣ 대주에서 一氣의 운용과 단락 ․ 조응 ․ 곡절 등
을 거론한 것도 그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는 ｢大學章句序｣ 본문의
여러 문장을 분석한 이상수의 소주에서 시종일관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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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峿堂의 ｢大學章句序讀法｣ 전문14)
본문과 어당의 소주
1

大學之書, 古之大學, 所以【所以1】敎人之法也【首講大學二字, 劈頭破題,
因爲全篇冒頭 〇第一段】
蓋自天降生民, 則旣莫不【莫不1】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性1 〇大學, 是
敎人所以明德者, 故先從大本大原上發論, 不得不如此】 然其氣質之稟, 或【一
字斟酌】不能齊. 是以【是以1】 不能皆【三字斟酌】有以【有以1】知其性之
所有而全之也【性2 〇一頓】.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 出於其間【性3】, 則
天必命之, 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復其性【性4】. 此伏羲神農黃帝
堯舜所以【所以2】繼天立極, 而司徒之職, 典樂之官, 所由設也.【乘勢表出聖人
始設敎法. 不另用筆】

三代之隆, 其法寖備【二字, 總伏犧至周】然後, 王宮國都, 以及閭巷, 莫不
【莫不2】有學【始拈出學字】.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 至於庶人之子弟, 皆
入小學【先講小學】, 而敎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 及其十
有五年, 則自天子之元子衆子, 以至公卿大夫元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
2 學,【始講正題】 而敎之以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八字, 括盡三綱八條】 此又
學校之敎, 大小之節, 所以分也【所以二. ○作小總】.
夫以學校之設【重提】, 其廣如此,【覆講王宮國都閭巷一段】 敎之之術, 其
次第節目之詳, 又如此,【覆講人生八歲至皆入大學一段】 而其所以爲敎【所以
3】, 則又皆本之人君躬行心得之餘, 不待求之民生日用彛倫之外.【就題外別尋
議論, 以見三代敎人, 自有本領, 非如後世徒恃其具】 是以【是以2】, 當世之人,
無不學【無不3】, 其學焉者, 無不【無不4】有以【有以2】知其性分之所固有
【性5】, 職分之所當爲, 而各俛焉, 以盡其力. 此古昔盛時【又提】, 所以【所以
4】治隆於上, 俗美於下,【又乘勢表出古法之美. 不另用筆, 贊嘆不盡, 傷今思
古】 而非後世之所能及也.【自夫以學校之設以下, 重將上文洗發, 暢盡無憾, 作
大緦. ○自天降生民直至此, 講古者大學之敎. 文如長江大河, 有許多委曲, 而不
可分段落, 此爲第二段】
及周之衰, 賢聖之君不作,【反照上伏羲句】 學校之政不修,【反照上莫不有
學句】 敎化陵夷,【反照上治隆句】 風俗頹敗,【反照上俗美句】 時則有若孔子
3 之聖,【孔子之生, 又乘勢表出. 不另用筆】 而不得君師之位,【反照上君師句】
以行其政敎【又作一頓】. 於是【於是1】, 獨取先王之法【照上】, 誦而傳之,
而詔後世【引入題】, 若曲禮少儀內則弟子職諸篇, 固小學之支流餘裔.【兼提小
14) 이상수의 ｢大學章句序讀法｣은 주자의 ｢大學章句序｣ 본문에 이상수의 소주
가 부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후로는 번역문을 통해 그 구체적 양
상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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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於文爲過渡】 而此篇者【正題】, 則因小學之成功【帶小學】, 以著大學之
明法【正題】, 外有以【有以3】極其規模之大【三綱領】, 而內有以【有以4】
盡其節目之詳者也【八條目】. 三千之徒【賓】, 蓋莫不聞其說【陪講】, 而曾
氏之傳【主】, 獨得其宗. 於是【於是2】, 作爲傳義, 以發其意【引入題】, 及孟
子【過筆】沒而其傳泯焉, 則其書雖存, 而知者鮮矣.【又一頓 ○自及周之衰 至
此 講孔門傳大學 爲第三段】
自是以來, 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倍於小學而無用,【一種流於鄙陋 〇括漢
晉隋唐諸儒】 異端虛無寂滅之敎, 其高過於大學而無實,【一種入於空虛 〇括老
佛二氏 〇此兩股, 以小學大學對, 講無輕重, 却非陪講】 其他權謀術數一切以
就功名之說,【括申商孫吳儀秦輩】
與夫百家衆技之流,【括陰陽星曆卜數之
4 屬】 所以【所以5】惑世誣民充塞仁義者, 又紛然雜出乎其間.【權謀百家兩節
合言之】 使其君子, 不幸而不得聞大道之要,【又反照上治隆句】 其小人, 不幸
而不得蒙至治之澤,【又反照上俗美句】 晦盲否塞, 反覆沈痼, 以及五季之衰而
壞亂極矣.【作一大頓 ◎自自是以來至此, 講後世大學之廢, 痛快無憾, 爲弟四
段】
天運循環, 無往不復, 宋德隆盛, 治敎休明.【遙照唐虞三代一節】 於是【於
是3】, 河南程氏兩夫子出, 【表出二程. 却另用筆】 而有以【有以5】接乎孟氏
之傳.【千五百年已斷之橋, 一超直接】 實始【二字着眼】尊信此篇【正題】而
5 表章之【表表出之也, 章章明之也】, 旣又爲之次其簡編, 發其歸趣【引入題】
然後, 古者大學敎人之法, 聖經賢傳之指, 粲然復明於世【總收以上文】, 雖以熹
之不敏, 亦幸私淑而與有聞焉. 【先生, 自表其從事於大學, 亦承兩程接出. 不另
用筆. ○自天運順環至此, 講兩程表章大學, 爲第五段】
顧其爲書 猶頗【二字斟酌】放失. 是以忘其固陋, 采而輯之【指補傳】, 間亦
竊附己意, 補其闕略, 以俟後之君子【始完題】, 極知僭踰無所逃罪. 然, 於國家
6
化民成俗之意, 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 【因以修己治人作結. ○自
顧其以下至此, 講其作章句之意, 爲第六段】

이제 ‘宗旨를 구하고 구성을 찾는다’는 이상수 독법의 대전제를 단서
로 삼아 ｢大學章句序｣ 분석의 과정을 재구해 보고자 한다. 다만 당송파
수사학 용어는 그 비평적 특성상 현대어로 직역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
이 있으므로, 부득이 논의의 편의를 위해 현대 수사학 용어를 차용하기
로 한다.15)
15) 이하 수사학 용어의 해설은 다음의 논저를 참고한다. 王洪, 古代散文百科
大辭典(學苑出版社, 1993); 姚鼐 編纂 王文濡 校注, (音注評校)古文辭類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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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을 통한 주제의 장악
이상수는 ｢大學章句序｣의 종지를 포착하고 이를 단서로 그 단락을 파
악한다.16) 해당 본문과 소주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2】｢大學章句序｣ 종지와 단락에 대한 峿堂의 분석
단락

1

본문과 어당의 소주

大學이라는 책은 [A]고대의 太學에서 사람을 교육한 법이다.
정의 【‘대학’ 두 자를 가장 먼저 강하여 서두부터 파제하고 인하여 전편
의 모두로 삼는다. 〇제1단】

[B]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부터 이미 仁義禮智의 本性을 부여하지
않음이 없다.【대학은 바로 明德으로 사람을 교육하는 법이다. 그러
므로 우선 큰 본원에 따라 발론함이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기질을 받음이 혹 동일할 수 없는 듯한 까닭에 모두 다 그 본성이 지
닌 바를 알고서 온전히 할 수 없는 듯하다. (중략) 이것이 [C]伏羲ㆍ神
고대 農ㆍ黃帝ㆍ堯ㆍ舜이 천명을 이어 법도를 세운 이유이고 사도의 직책
2 대학의 과 전악의 벼슬을 설치한 유래이다.【기세를 타서 성인의 교법 창설
교법 을 표출하였다.】
三代의 융성기에 그 법도가 점차 갖추어졌다. 그러한 뒤에 왕궁ㆍ
국도부터 여항까지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중략) [D]이것이
또한 학교의 교육에 대소의 절차가 구분된 이유이다.【두 과정으로
구분한 이유. ○소결이 된다.】
(中華書局, 1973); 강명관, 농암잡지평석(소명출판, 2007); 권영민, 한국현
대문학대사전(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민
음사, 2001);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월인, 2006); 심경
호, 한문산문의 미학(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윤지훈, ｢18世紀 農巖系 文
人의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硏究｣(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현
호, ｢조선후기 史記 비평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6) 단락은 문장의 집합으로 구성의 단위이다. 이는 규모에 따라 작품 ․ 단락 ․ 문
단 ․ 문장으로 나뉘는데, 여러 문장의 소재들이 한 단락의 제재를 뒷받침하
고 여러 단락의 제재들이 한 작품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조직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한문학의 경우 편 ․ 장 ․ 구 ․ 자의 단위를 쓰는데, 주로 단
락 구성을 통한 주제 부각에 대한 논의가 많다. 신재식, 앞의 논문(2020),
p.1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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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학교의 설치가 그 넓음도 이와 같고 교육의 기술이 그 차례와
절목의 상세함도 이와 같다. 그리고 그 교육이 되는 까닭 또한 모두
군주가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터득한 (중략) 것이다.【정제 밖에
나아가 별도로 의론을 찾아서 삼대의 교법이 자연히 본령을 지니고
있기에 후대에 한갓 그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과는 다름을 드러내었
다.】 (중략) [F]이것이 고대의 융성기에 정치가 위에서 높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워서【다시 기세를 타서 고법의 미덕을 표출하였다.
필법을 별도로 쓰지 않고 찬탄이 무궁하다. 금세를 상심하고 고대를
사모한다.】 후대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이유이다.【‘학교의 설치’ 이
하로 앞 문장을 거듭하여 유감없이 다 발설하니 대결이 된다. ○‘하
늘이 백성을 내릴 때’부터 여기까지 고대 대학의 교법을 강하였다.
문장이 마치 장강 대하 같이 수많은 곡절이 있으니 단락을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제2단이다.】

공자
문하의
3
대학
전수

周나라의 쇠퇴기에 이르러 (중략) [G]孔子 같은 성인이 있어도 군
주와 스승의 지위를 얻어서 정사와 교육을 행할 수 없었다.【다시 한
번 돈좌된다.】 이에 홀로 선왕의 법도를 취하여 외워 전하여 후대
사람을 교육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H]孟子의 사망에 이르러 그 전
수가 민멸되니, 그 책이 비록 남았으나 아는 자가 드물어졌다.【다시
한 번 돈좌된다. ○‘주나라의 쇠퇴기’부터 여기까지 孔子 문하의 대학
전수를 강론하였다. 이것이 제3단이다.】

그 이후로 (중략)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여서 인의를 가로막
는 바가 또 어지럽게 그 사이에 섞여 나와서 군자로 하여금 불행히
후대 대도의 요체를 듣지 못하게 하고 소인으로 하여금 불행히 지치의 혜
4 대학의 택을 입지 못하게 (중략) 하였다. 그리하여 [I]五代의 쇠퇴기에 이르러
폐지 괴란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다시 한 번 크게 돈좌된다. ◎‘그 이
후로’부터 여기까지 후대 대학의 폐지를 강하였다. 유감없이 통쾌하
다, 이것이 제4단이다.】
천운이란 순환하여 (중략) 宋나라의 덕망이 융성하여 정사와 교육
이 아름답고 밝았다. 이에 河南程氏 兩夫子가 출현하여 맹자의 전통
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실로 처음으로 이 책을 존신하여 표장
하고 또 이를 위해 그 간편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귀취를 해명하였다.
이정의 그러한 뒤에야 [J]고대에 태학에서 사람을 교육한 법과 聖經賢傳의
5 대학 취지가 세상에 다시 찬란히 밝혀진 것이다.【앞 문장을 총결한다.】
표장 이에 비록 나 같은 자의 불민함으로도 다행히 사숙하여 더불어 들을
수 있었다.【선생은 대학에 종사함을 스스로 밝혔는데, 이 역시 二程
의 접함에서 이어 온 것이다. 필법을 별도로 쓰지 않았다. ○‘천운이
란 순환하여’부터 여기까지 이정의 대학 표장을 강하였다. 이것이 제
5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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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장구
6
저술
의의

다만 그 책됨이 아직도 자못 일실된 듯하다. 이러한 까닭에 나의
고루함을 잊고 채록하여 수집하고 그 사이에 다시 내 의견을 덧붙여
궐략된 부분을 보충하고 후대의 군자를 기다리는 것이다. (중략) [K]
국가의 化民成俗의 의사와 학자의 修己治人의 방도에 있어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인하여 수기치인으로 결론을 맺었
다. ○ ‘다만 그’부터 여기까지 朱子의 장구 저술 의의를 강하였다. 이
것이 제6단이다.】

[A]는 대학의 정의로 ‘고대 태학의 교법’이다. 이는 ｢大學章句序｣의 종
지이다. [B]는 교법의 전제로 ‘인류가 본성을 받음’ 이고, [C]는 교법의 성
립으로 ‘성인이 본성의 회복을 도움’ 이고, [D]는 태학의 성립으로 ‘소학
과 태학의 분류’ 이고, [E]는 고대 학교의 특성으로 ‘학교의 규모, 교육의
방법과 성격’ 이고, [F]는 태학 교법의 효험으로 ‘정치와 풍속이 우수해
짐’ 이고, [G]는 대학 교법의 침체로 ‘성인도 교법을 행하기 어려움’ 이고,
[H]는 교법 단절의 원인으로 ‘맹자의 사망으로 전수가 단절됨’ 이고, [I]
는 교법 폐지의 결과로 ‘난세가 극에 달함’ 이고, [J]는 대학 전수의 회복
으로 ‘고대 대학 교법의 취지가 회복됨’ 이고, [K]는 대학장구의 효험
으로 ‘대학 교법의 실시로 인해 정치와 풍속이 우수해짐’ 이다. [B]~[K]는
각 단락의 처음과 끝에 자리하고 있고 [A]와 호응 관계를 이루므로, ｢대
학장구서｣의 단락을 파악하는 단서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로써 ｢大學章
句序｣가 1단의 종지를 필두로 하여 총 6단으로 단락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大學章句序｣의 골자를 포착하고 이와 단락 간의 호응을 파
악한다.17) 특히 2단에 주목한다. 2단이 ‘종지의 부연’으로, ｢大學章句序｣
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2단의 문구가 다른 단락과 호응되는 양상은 다음
17) 골자는 논리 전개의 중심이 되는 경로이다. 한문학 역시 골자를 단서로 서
사를 전개한다. 호응은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응하는 식으로 주제와 제재
및 제재와 소재 간의 연계성을 부여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다른 단락 간의
호응도 있고 같은 단락 내의 호응도 있다. 신재식, 앞의 논문(2020), p.108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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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3】｢大學章句序｣ 골자의 호응에 대한 峿堂의 분석
단락

본문과 어당의 소주
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부터 (중략) 총명하고 예지하여 능히 그 본
성을 다하는 자가 그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A-1]하
늘은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만백성의 군주와 스승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교육하게 하여 그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다. [B-1]이것이 伏羲 ․ 神農 ․ 黃帝 ․ 堯 ․ 舜이 천명을 이어 법도를 세
운 이유이고 사도의 직책과 전악의 벼슬을 설치한 유래이다.

[B-2]三代의 융성기에 그 법도가 점차 갖추어졌다.【두 자는 복희
부터 주나라까지 다 총괄한다.】 그러한 뒤에 [C-1]왕궁 ․ 국도부터 여
항까지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D-1]사람이 태어나 8세가 되
면 왕공 이하부터 서인의 자제까지 다 小學에 들여보내 청소 ․ 응대 ․
고대 진퇴의 예절과 禮 ․ 樂 ․ 射 ․ 御 ․ 書 ․ 數의 절문을 가르쳤고, 15세가 되면
2 대학의 天子의 원자 ․ 중자부터 公 ․ 卿 ․ 大夫 ․ 원사의 적자 및 서민의 준수한
교법 자까지 다 太學에 들여보내 窮理正心 ․ 修己治人의 방도를 가르쳤다.
(중략)
[C-2]학교의 설치【거듭 제기한다】가 그 넓음도 이와 같고【‘왕궁
․ 국도 ․ 여항’ 소단을 복강한다.】 [D-2]교육의 기술이 그 차례와 절목
의 상세함도 이와 같다.【‘사람이 태어나 8세가 되면 … 다 태학에 들
여보내’ 소단을 복강한다.】 (중략) 이러한 까닭에 당대 사람 중에 배
우지 않은 이가 없었고, 배운 자들은 그 성분에 고유한 바와 직분에
당연한 바를 알아서 각자 부지런히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것
이 [B-3]고대의 융성기【또 제기한다】에 [E-1]정치가 위에서 높고
[F-1]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워서 후대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이유이
다.

공자
문하의
3
대학
전수

周나라의 쇠퇴기에 이르러 [B-4]현성한 군주가 출현하지 않고【앞
의 ‘복희’ 구를 반조한다.】 [C-3]학교의 정사가 정비되지 않아서【앞
의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구를 반조한다.】 [E-2]교화가 침체
되고【앞의 ‘정치가 높고’ 구를 반조한다.】 [F-2]풍속이 쇠퇴하니【앞
의 ‘풍속이 아름다워’ 구를 반조한다.】 당시에는 孔子 같은 성인이
있어도 [A-2]군주와 스승의 지위를 얻어서【앞의 ‘군주와 스승’ 구를
반조한다.】 정사와 교육을 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홀로 [B-5]선왕의 법
도를 취하여【앞과 조응한다.】 외워 전하여 후대 사람을 교육한 것
이다. (중략) [A-3]그러나 孟子의 사망에 이르러 그 전수가 민멸되니,
그 책이 비록 남았으나 아는 자가 드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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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중략)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여서 인의를 가로막
는 바가 또 어지럽게 그 사이에 섞여 나와서 [E-3]군자로 하여금 불행
후대 히 대도의 요체를 듣지 못하게 하고【다시 앞의 ‘정치가 높고’ 구를
4 대학의 반조한다.】 [F-3]소인으로 하여금 불행히 지치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폐지 하여【다시 앞의 ‘풍속이 아름다워’ 구를 반조한다.】 회맹하고 비색
하며 반복하고 침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五代의 쇠퇴기에 이르러
괴란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
천운이란 순환하여 지나간 것도 되돌아오는 법이라, [B-6]宋나라의
덕망이 융성하여 정사와 교육이 아름답고 밝았다.【‘요 ․ 순 ․ 삼대’ 한
이정의 절과 요조한다.】 이에 [A-4]河南程氏 兩夫子가 출현하여 맹자의 전통
5 대학 을 접할 수 있었다.【1500년 동안 끊어진 다리를 단번에 직접 접한
표장 다.】 (중략) [A-5]이에 비록 나 같은 자의 불민함으로도 다행히 사숙
하여 더불어 들을 수 있었다.【선생은 대학에 종사함을 스스로 밝혔
는데, 이 역시 이정의 접함에서 이어 온 것이다.】

[A] ~ [F]는 다 2단에 속한 문구이다. [A]는 ‘성인의 치교’, [B]는 ‘성인의
법도’, [C]는 ‘학교의 설립’, [D]는 ‘교육의 과정’, [E]는 ‘우수한 정치’, [F]는
‘아름다운 풍속’ 이다.
[A]의 경우 [A-1] ‘성인의 치교’→[A-2] ‘공자의 교육’→[A-3] ‘맹자의 사
망’→[A-4] ‘이정의 맹자 계승’→[A-5] ‘주자의 이정 계승’이 되고, [B]의 경
우 [B-1] ‘성인의 법도’→[B-2] ‘법도 정비와 흥성’→[B-3] ‘법도 정비와 흥
성’→[B-4] ‘성인 부재와 법도 실추’→[B-5] ‘공자의 법도 회복’→[B-6] ‘송의
법도 회복’이 되고, [C]의 경우 [C-1] ‘학교의 설립’→[C-2] ‘학교의 규모’→
[C-3] ‘학교의 폐지’가 되고, [D]의 경우 [D-1] ‘교육의 과정’→[D-2] ‘교육이
과정’이 되고, [E]의 경우 [E-1] ‘우수한 정치’→[E-2] ‘침체된 교화’→[E-3]
‘법도의 요지를 듣지 못함’이 되고, [F]의 경우 [F-1] ‘아름다운 풍속’→
[F-2] ‘쇠퇴된 풍속’→[F-3] ‘치세의 혜택을 받지 못함’이 된다. 이로써 2단
‘종지의 부연’이 ｢大學章句序｣의 골자로서 모든 단락과의 유기적 조직화
로 전체 논의를 지배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大學章句序｣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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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峿堂이 분석한 ｢大學章句序｣의 구성과 요지
大學章句序
1

大學의 정의

2

고대 大學의 敎法

3

孔子의 大學 전수

4
5
6

후대 大學의 폐지
二程의 대학 표장
朱子의 장구 저술

단락의 요지
주체
대학 교법 시행과 효험
고대 太學의 교법
上古
聖君
三代
학교
시행
복성
치세
敎法의 효험
폭군
폐지
실성
난세
東周
孔子
회복
복성
치세
시대

漢唐
宋

이단
二程
朱子

폐지

실성

난세

회복

복성

치세

이로써 ｢大學章句序｣ 구성이 총 6단락으로 연대순의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단에서 논제를 정의하고 2단에서 논제를
부연한 뒤 3단부터 ‘대학 교법의 시행 여부에 의한 득실(득：교법의 시
행→본성의 회복→치세의 구가; 실：교법의 폐지→본성의 실추→난세의
격화)의 반복’ 구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상수가 파악한 ｢大學章
句序｣의 구성이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에서 ‘고대 태학의 교법’이라고 대학을 정의한다. 이는 ｢大學章句
序｣의 종지로서 전체 구성을 장악한다. 2단에서 ‘고대 태학의 교법’을 부
연하고 그 이득을 규명한다. 이는 ｢大學章句序｣의 골자로서 전체 논의를
지배한다. 이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하나, ‘교법’의 부연이다. 백성이 기
질의 한계로 인해 타고난 본성을 회복할 수 없으니 성인이 군주와 스승
이 되어서 통치와 교육의 법도를 시행하여 그 본성을 회복시켰다는 것
이다. 둘, ‘태학’의 부연이다. 성인의 통치와 교육의 법도가 정비되자 소
학과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셋, ‘태학 교법’의 효험이다. 백성을 교육한 결과 본성을 회복하
고 직분을 준수하니 풍속이 안정되어 치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上古부터 三代까지 성인의 교법의 창설과 태학의 시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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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본성이 회복되어 치세라는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3단에서 공자의 대학 전수와 그 이득을 규명한다. 하나, 성인의 부재
와 교법의 쇠퇴가 난세의 원인임을 해명한다. 둘, 공자의 대학 전수로
인해 치세의 단서가 유지됨을 강조한다. 셋, 맹자의 사망으로 인해 대학
전수가 단절됨을 상심한다. 요컨대 春秋부터 戰國까지 공자의 대학 교법
의 전수로 인해 백성의 본성이 회복되어 치세의 단서를 유지하나 결국
그 명맥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는 난세로 이어진다. 4단에서 후대 대학
의 폐지와 그 손실을 규명한다. 하나, 전수의 단절로 인해 교법이 폐지
되고 이단이 성행한 폐단을 묘사한다. 둘, 풍속이 쇠퇴하고 난세가 극에
달한 폐단을 상심한다. 요컨대 漢代부터 唐代까지 이단의 대학 교법의
단절로 인해 백성의 본성이 실추되어 난세라는 손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5단에서 정호 ․ 정이 형제의 대학 표장을 규명한다. 하나, 치세의 회복
과 이정의 등장으로 인해 단절된 맹자의 전수가 회복됨을 강조한다. 둘,
이정의 대학 표정으로 인해 교법이 회복됨을 부각한다. 요컨대 宋代에
이르러 이정의 대학 교법의 회복으로 인해 백성의 본성이 회복되어 치
세라는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자의 계승으로 이어진다. 6단에
서 주자의 장구 저술 의의를 천명한다. 대학 교법의 계승과 보완을 통해
고대의 성현처럼 본성의 회복과 치세의 구가를 돕겠다는 것이다.

2. 기교를 통한 의도의 포착
앞서 ‘자주 곡절을 이룬다’고 평가한 바와 같이 주자가 ｢大學章句序｣
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교를 구사한
바 있는데, 이상수는 그에 주목하여 주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서로 활
용한다. 이 절에서는 이상수가 ｢大學章句序｣의 수사학적 기교로 기세 ․
반복대조 ․ 과도 ․ 어감 등을 지적한 바 있는데, 논자가 그 여러 관련 사례
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그 수사학적 분석의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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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세
氣勢란 문장 흐름의 변화를 통해 강조하는 기법이다. 乘勢란 서두부
터 이후의 단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기법이다. 논리상 자연히 논지로
이끄는 효과를 낸다.18)
[2단-1] [A] 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부터 이미 仁義禮智의 本性을 부여하지 않
음이 없다. 그러나 그 기질을 받음이 혹 동일할 수 없는 듯한 까닭에 모두 다
그 본성이 지닌 바를 알고서 온전히 할 수 없는 듯하다. [B] 그러니 총명하고
예지하여 능히 그 본성을 다하는 자가 그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
으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만백성의 군주와 스승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교육하게 하여 그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것이 伏羲ㆍ神農ㆍ黃帝ㆍ堯ㆍ舜이 천명을 이어 법도를 세운 이유이고 사도의
직책과 전악의 벼슬을 설치한 유래이다.【기세를 타서 성인의 교법 창설을 표
출하였다. 필법을 별도로 쓰지 않았다】

19)

[2단-2] [C] 학교의 설치가 그 넓음도 이와 같고 교육의 기술이 그 차례와 절목
의 상세함도 이와 같다. 그리고 그 교육이 되는 까닭 또한 모두 군주가 몸으
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터득한 나머지에 근본하지, 백성의 일용과 인륜의 밖에
서 구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D] 이러한 까닭에 당대 사람 중에 배우지 않
은 이가 없었고, 배운 자들은 그 성분에 고유한 바와 직분에 당연한 바를 알
아서 각자 부지런히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것이 고대의 융성기에 정
치가 위에서 높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워서【다시 기세를 타서 고법의 미
덕을 표출하였다. 필법을 별도로 쓰지 않고 찬탄이 무궁하다. 금세를 상심하
18) 승세는 현대 수사학의 연쇄법과 유사하다. 연쇄법은 앞의 낱말이나 어구
또는 문장을 뒤에서 다시 받아 사용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연쇄법은 논리
를 정연하게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각 문장 성분 간에 유기적
관계를 높여 주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김욱동, 앞의 책, pp.265-266 참고.
19)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蓋自天降生民, 則旣莫不
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 或不能齊. 是以 不能皆有以知其性之
所有而全之也.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 出於其間, 則天必命之, 以爲億兆之
君師, 使之治而敎之, 以復其性. 此伏羲神農黃帝堯舜所以繼天立極, 而司徒之
職, 典樂之官, 所由設也.【乘勢表出聖人始設敎法. 不另用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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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대를 사모한다.】20)
[3단] [E] 周나라의 쇠퇴기에 이르러 현성한 군주가 출현하지 않고 학교의 정
사가 정비되지 않아서 교화가 침체되고 풍속이 쇠퇴하니 [F] 당시에는 孔子
같은 성인이 있어도【공자의 탄생을 다시 기세를 타서 표출하였다. 필법을 별
도로 쓰지 않았다.】21)

[A]에서 먼저 ‘기질의 한계로 인한 본성 회복의 어려움’을 거론하여 본
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제시한다. 이것이 ‘성인의 등장과 교
육’이라는 [B]의 내용을 끌어낸다. [C]에서 먼저 ‘고대 교육의 실상’을
거론하여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는 단서를 제시한다. 이것이 ‘본성의 회
복과 치세의 구가’라는 [D]의 내용을 끌어낸다. [E]에서 먼저 ‘교화의
침체와 풍속의 쇠퇴’를 거론하여 성인의 등장과 교육의 재개라는 단서
를 제시한다. 이것이 ‘공자의 등장과 교육’이라는 [F]의 내용을 끌어낸
다.
돈좌란 정돈된 흐름에 전절을 더해 완급의 변화를 주는 기법이다.22)
[2단] [A] 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부터 이미 仁義禮智의 본성을 부여하지 않음

20)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夫以學校之設, 其廣如此,
敎之之術, 其次第節目之詳, 又如此, 而其所以爲敎, 則又皆本之人君躬行心得
之餘, 不待求之民生日用彛倫之外. 是以, 當世之人, 無不學, 其學焉者, 無不有
以知其性分之所固有, 職分之所當爲, 而各俛焉, 以盡其力. 此古昔盛時, 所以
治隆於上, 俗美於下,【又乘勢表出古法之美. 不另用筆, 贊嘆不盡, 傷今思
古.】”
21)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及周之衰, 賢聖之君不作,
學校之政不修, 敎化陵夷, 風俗頹敗, 時則有若孔子之聖,【孔子之生, 又乘勢表
出. 不另用筆.】”
22) 頓挫는 정돈된 흐름에 전절을 더하여 완급의 변화를 주는 기법이다. 논리
상의 전환을 일으켜 설득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낸다. 송혁기, 앞의 책,
p.2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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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B] 그러나 그 기질을 받음이 혹 동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까닭에
모두 다 그 본성이 지닌 바를 알고서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다.【한 번 돈좌
된다.】23)
[3단-1] [C] 당시에는 孔子 같은 성인이 있어도 [D] 군주와 스승의 지위를 얻어
서 정사와 교육을 행할 수 없었다. 【다시 한 번 돈좌된다.】24)
[3단-2] [E] 曾氏의 전수만 그 종통을 얻으니 이에 傳義를 지어 그 뜻을 발명하
였다. [F] 그러나 孟子의 사망에 이르러 그 전수가 민멸되니 그 책이 비록 남
았으나 아는 자가 드물어졌다.【다시 한 번 돈좌된다.】25)
[4단] [G]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여서 인의를 가로막는 바가 또 어지럽
게 그 사이에 섞여 나와서 군자로 하여금 불행히 대도의 요체를 듣지 못하게
하고 소인으로 하여금 불행히 지치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여 회맹하고 비
색하며 반복하고 침고하게 하였다. [H] 그리하여 五代의 쇠퇴기에 이르러 괴
란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다시 한 번 크게 돈좌된다.】26)

[A]에서 본성의 존재를 긍정한다. 그러다가 [B]에서 본성의 회복이 어
렵다고 돈좌시킨다. 이로써 긍정→부정의 구도로 전환되어 본성 회복의
어려움이 부각된다. [C]에서 성인의 존재를 긍정한다. 그러다가 [D]에
서 성인이 활약할 수 없다고 돈좌시킨다. 이로써 긍정→부정의 구도로

23)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蓋自天降生民, 則旣莫不
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 或不能齊. 是以不能皆有以知其性之所
有而全之也【一頓】.”
24)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時則有若孔子之聖, 而不
得君師之位, 以行其政敎【又作一頓】.”
25)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曾氏之傳, 獨得其宗. 於
是, 作爲傳義, 以發其意, 及孟子沒而其傳泯焉, 則其書雖存, 而知者鮮矣.【又
一頓】”
26)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所以惑世誣民充塞仁義者,
又紛然雜出乎其間. 使其君子, 不幸而不得聞大道之要, 其小人, 不幸而不得蒙
至治之澤, 晦盲否塞, 反覆沈痼, 以及五季之衰而壞亂極矣.【作一大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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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어 난세가 부각된다. [E]에서 대학의 전승을 긍정한다. 그러다가
[F]에서 대학의 전승이 단절되었다고 돈좌시킨다. 이로써 긍정→부정의
구도로 전환되어 교법의 단절이 부각된다. [G]에서 이단의 성행을 거론
한다. 그러다가 [F]에서 혼란이 극도에 이르렀다고 돈좌시킨다. 이로써
원인→결과의 구도로 전환되어 교법의 폐지가 부각된다.

2) 반복
반복이란 문장 혹은 어휘의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기법이다.27)
[2단-1] 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부터 이미 [A-1] 仁義禮智의 本性【性1】을 부여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그 기질을 받음이 혹 동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까닭에 모두 다 [A-2] 그 본성【性2】이 지닌 바를 알고서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총명하고 예지하여 능히 [A-3] 그 본성【性3】을 다하는 자가
그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만
백성의 군주와 스승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교육하게 하여
[A-4] 그 본성【性4】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 당대 사람 중에 배우지 않
은 이가 없었고, 배운 자들은 [A-5] 그 성분【性5】에 고유한 바와 직분에 당
연한 바를 알아서 각자 부지런히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28)
[2단-2] 왕궁 ․ 국도부터 여항까지 [B-1] 학교【‘학’자를 처음 집어낸다.】가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사람이 태어나 8세가 되면 왕공 이하부터 서인의 자제까지
다 [B-2] 小學에 들여보내【‘소학’을 먼저 강한다.】 청소 ․ 응대 ․ 진퇴의 예절과
禮 ․ 樂 ․ 射 ․ 御 ․ 書 ․ 數의 절문을 가르쳤고, 15세가 되면 天子의 원자 ․ 중자부터
公 ․ 卿 ․ 大夫ㆍ원사의 적자 및 서민의 준수한 자까지 다 [B-3] 太學에 들여보내
27) 김욱동, 앞의 책, pp.242-254 참고.
28)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蓋自天降生民, 則旣莫不
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性1】 然其氣質之稟, 或不能齊. 是以 不能皆有以
【有以1】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性2】.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 出於其
間【性3】, 則天必命之, 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復其性【性4】.
… 當世之人, 無不學, 其學焉者, 無不有以知其性分之所固有【性5】, 職分之
所當爲, 而各俛焉, 以盡其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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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를 비로소 강한다.】 窮理正心 ․ 修己治人의 방도를 가르쳤다.29)

[A] 본성[性]의 경우 ‘인의예지의 본성’이 5회 반복되는 형태이다. 이로
써 대학 교법의 근본이 곧 본성의 회복임이 자연히 강조된다. [B] 학교
[學]의 경우 학→소학→대학 순으로 ‘학’자가 반복되다가 논제인 ‘대학’으
로 맺는 형태이다. 이로써 대학의 유래가 곧 고대의 학교이고 그 과정의
하나임이 자연히 드러난다.

3) 대조
대조란 대립된 어휘와의 대비를 통해 부각시키는 기법이다.30)
[3단] [A] 3천명의 문도【빈】 중에 그 설을 듣지 않은 자가 없으나 [B] 曾氏의
전수【주】만 그 종통을 얻었다.31)
[4단] [C-1] 속유의 기송과 사장의 학습이 그 공부가 [D-1] 소학보다 배가 되나
소용이 없었고, [C-2] 이단의 허무와 적멸의 교육은 그 고상함이 [D-2] 대학보
다 더하나 실체가 없었고【이 양고는 소학과 대학을 대로 한 것으로, 강론에
경중이 없다.】32)

[A] ‘3천명의 문도’는 빈이고 [B] ‘증자’는 주이다. ‘3천명의 문도’와
29)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王宮國都, 以及閭巷, 莫
不有學【始拈出學字】.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 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先講小學】, 而敎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 及其十有五
年, 則自天子之元子衆子, 以至公卿大夫元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
【始講正題】 而敎之以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30) 김욱동, 앞의 책, pp.204-214 참고.
31)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三千之徒【賓】, 蓋莫不
聞其說, 而曾氏之傳【主】, 獨得其宗.”
32)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
倍於小學而無用, 異端虛無寂滅之敎, 其高過於大學而無實,【此兩股, 以小學
大學對, 講無輕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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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를 대조하는 식으로 공자의 교법 전수자가 증자임을 강조한다.
[C] ‘속유’ ․ ‘이단’은 빈이고 [D] ‘소학’ ․ ‘대학’은 주이다. ‘속유’ ․ ‘소학’과
‘이단’ ․ ‘대학’을 대조하는 식으로 소학과 대학 교법의 유용성과 실천성
을 드러낸다.

4) 과도
과도란 단락의 전절이 큰 지점을 무리 없이 연결하는 기법이다.33)
[3단-1] [A] 홀로 선왕의 법도를 취하여 외워 전하여 후대 사람을 교육한 것이
다. [C] ｢曲禮｣ㆍ｢少儀｣ㆍ｢內則｣ㆍ｢弟子職｣ 등의 편은 실로 소학의 지류와 말
류이고【소학을 아울러 제기한다. 문리상 과도처가 된다.】 [B] 이 책은 소학
의 성공으로 인하여 대학의 밝은 법도를 드러낸 것이다.34)
[3단-2] [D] 曾氏의 전수만 그 종통을 얻으니 이에 傳義를 지어 그 뜻을 발명
하였다. [F] 그러나 孟子【과필】의 사망에 이르러 그 전수가 민멸되니 [E] 그
책이 비록 남았으나 아는 자가 드물어졌다.35)

[A] ‘선왕의 법도 전수’와 [B] ‘태학의 법도 전수’ 등은 곧장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간에 [C] ‘소학의 법도 전수’이 삽입되니, 선왕의
법도→소학의 법도→태학의 법도의 맥락으로 무리 없이 연결된다. [D]
‘대학 전수’와 [E] ‘대학 쇠퇴’ 등은 곧장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간에 [F] ‘맹자 사망과 대학 단절’이 삽입되니 전수→단절→쇠퇴
의 맥락으로 무리 없이 연결된다.
33) 이현호, 앞의 논문(2011), p.106 참고.
34)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獨取先王之法, 誦而傳之,
而詔後世, 若曲禮少儀內則弟子職諸篇, 固小學之支流餘裔.【兼提小學, 於文
爲過渡.】 而此篇者, 則因小學之成功, 以著大學之明法.”
35)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曾氏之傳, 獨得其宗. 於
是, 作爲傳義, 以發其意. 及孟子【過筆】沒而其傳泯焉, 則其書雖存, 而知者
鮮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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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감
부사 등을 통해 어감을 살려 의의를 강조한다.36)
[5단] [A] 실로 처음으로[實始]【두 자는 착안이다.】 이 책을 존신하여 표장하
고 또 이를 위해 그 간편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귀취를 해명하였다.37)
[6단] 다만 그 책됨이 [B] 아직도 자못[猶頗]【두 자는 짐작이다.】 일실된 듯
하다. 이러한 까닭에 나의 고루함을 잊고 …38)
[2단] 그 기질을 받음이 [C] 혹[或]【한 자는 짐작이다】 동일할 수 없는 듯한
까닭에 [D] 모두 다[不能皆]【세 자는 짐작이다】 그 본성이 지닌 바를 알고서
온전히 할 수 없는 듯하다.39)

[A] ‘實始’ㆍ[B] ‘猶頗’는 ‘대학의 존신과 표장이 맹자 이후로 처음이
다’ ․ ‘대학의 원본이 아직 다 복구되지는 못하였다’ 등 착안과 짐작의
어감을 살려서 ‘고대 대학의 계승과 회복’이라는 대학장구 저술의 의
의를 강조한다. [C] ‘或’ ․ [D] ‘不能皆’는 ‘기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
다’ ․ ‘모든 사람이 다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등 짐작의 어
감을 살려서 ‘범인의 기질의 한계로 인한 성인 교법의 필요’라는 성리학
적 교법 시행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36) 넓은 의미에서 수사법이란 감정에 호소하거나 정감을 토로하기 위하여 언
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 방법과 강도는 저마다 다
르다. 김욱동, 앞의 책, p.289 참고.
37)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實始【二字着眼】尊信此
篇而表章之, 旣又爲之次其簡編, 發其歸趣.”
38)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顧其爲書, 猶頗【二字斟
酌】放失. 是以忘其固陋 …”
39)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其氣質之稟, 或【一字斟
酌】不能齊, 是以不能皆【三字斟酌】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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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연을 통한 함의의 명료화
이상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해설을 더한다. 이는 비록
수사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
다는 점에서 수사학적 분석에 보탬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40) 물론
“실로 처음으로 이 책을 존신하여 표장하고[實始尊信此篇而表章之]”의
‘表’ ․ ‘章’의 의미를 각각 ‘표출함이다[表出之]’와 ‘장명함이다[章明之]’로 해
설하거나41), “그 설을 듣지 않은 자가 없으나[蓋莫不聞其說]”의 의미를
‘陪講’이라 해설한 것42)처럼 단순히 어휘의 일차적 의미를 부연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제와 관련한 해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에서 그 기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설을 통해 大學章句에 관한 대목을 부각시킨다. 예컨대 大
學의 핵심인 ‘三綱領’ ․ ‘八條目’과 관련하여 2단 “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
부터 이미 仁義禮智의 본성을 부여하지 않음이 없다.[蓋自天降生民, 則
旣莫不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이 대학의 ‘明德’과 관련한 대목으로 발
론에 해당된다고 해설한 것43), “窮理正心 ․ 修己治人”을 대학의 ‘三綱
領’ ․ ‘八條目’과 관련한 대목으로44), 3단 “밖으로 그 규모의 거대함을 다
할 수 있고 안으로 그 절목의 상세함을 다할 수 있다[外有以極其規模之
大, 內有以盡其節目之詳]” 중에 “그 규모의 거대함[其規模之大]”을 대
학의 ‘삼강령’, “그 절목의 상세함[其節目之詳]”을 대학의 ‘팔조목’과
40) 이현호, 앞의 논문(2011), p.68 참고.
41)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實始尊信此篇而表章之
【表表出之也, 章章明之也.】”
42)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蓋莫不聞其說【陪講】”
43)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蓋自天降生民, 則旣莫不
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大學, 是敎人所以明德者, 故先從大本大原上發論,
不得不如此.】”
44)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敎之以窮理正心修己治人
之道【八字, 括盡三綱八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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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대목으로 해설한 것45), 또한 대학장구의 핵심인 대학 개정과
관련하여 6단 “나의 고루함을 잊고 채록하여 수집하고[忘其固陋, 采而輯
之]”를 주자의 ‘대학 개정과 보망장 추가’로 설명한 것46), 또한 작가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2단 “고대의 융성기에 정치가 위에서 높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워서[古昔盛時, 所以治隆於上, 俗美於下]” 구절에 작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고 간주하여 “찬탄이 무궁하다. 금세를 상심하고 고
대를 사모한다.[贊嘆不盡, 傷今思古]”로 해설한 것47) 등이 그것이다.
반대로 대비되는 사례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4단
‘후대 대학의 폐지’와 관련하여 “俗儒의 기송과 사장의 학습이 그 공부
가 소학보다 배가 되나 소용이 없었고[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倍於小學
而無用]”의 ‘속유’를 “漢 ․ 晉 ․ 隋 ․ 唐의 유자를 포괄한 것[括漢晉隋唐諸
儒]”으로 파악하고 해당 구를 “한 부류가 비루함에 빠진 것이라[一種流
於鄙陋]”고 해설한 것, “異端의 허무와 적멸의 교육은 그 고상함이 대학
보다 더하나 실체가 없었고[異端虛無寂滅之敎, 其高過於大學而無實]”의
‘이단’을 “道家 ․ 佛家를 포괄한 것[括老佛二氏]”으로 파악하고 해당 구를
“한 부류가 공허함에 들어간 것이라[一種入於空虛]”고 해설한 것, “권모
술수로 일체 공명을 추구하는 설[權謀術數一切以就功名之說]”를 “申不害
․ 商鞅 ․ 孫子 ․ 吳起 ․ 張儀 ․ 蘇秦의 무리를 포괄한 것[括申商孫吳儀秦輩]”으
로 파악한 것, “제자백가 ․ 중기의 부류[百家衆技之流]”를 “陰陽 ․ 星曆 ․ 卜
數의 등속을 포괄한 것[括陰陽星曆卜數之屬]”으로 파악한 것48) 등이 그
45)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外有以極其規模之大【三
綱領】, 內有以盡其節目之詳【八條目】”
46)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忘其固陋, 采而輯之【指
補傳】”
47)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古昔盛時, 所以治隆於上,
俗美於下,【… 贊嘆不盡, 傷今思古.】”
48) 李象秀, ｢大學章句序讀法｣, 峿堂先生文集 권22. “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
倍於小學而無用,【一種流於鄙陋 〇括漢晉隋唐諸儒】 異端虛無寂滅之敎,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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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수의 ｢大學章句序讀法｣은 당송파 문학론의 수사법을 朱子의 ｢大
學章句序｣ 독해에 적용한 지침서로, 당송파 문학론의 계승 양상 뿐 아니
라 조선후기 산문의 수사법과 학습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
이다. 이상수는 ｢大學章句序｣에 수사학적 기법이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
을 파악하고, 이를 단서로 ｢大學章句序｣의 문장을 분석하여 大註와 小註
의 형태로 부기함으로써 독해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의 과정을 재구한 결과,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
성을 통한 주제의 장악, 기교를 통한 의도의 포착, 부연을 통한 함의의
명료화 등이 그것이다. 즉 ｢大學章句序｣의 종지와 골자를 포착하고 이를
단서로 각 단락과 그들 간의 호응 관계를 파악하여 그 전체의 구성과
요지(1단 大學의 정의, 2단 고대 大學의 敎法, 3단 孔子의 大學 전수, 4단
후대 大學의 폐지, 5단 二程의 대학 표장, 6단 朱子의 장구 저술)를 정리
한 것, 그 다양한 수사학적 기교(기세, 반복, 대조, 과도, 어감 등)를 포착
하여 작자인 주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한 것, 그 주제(大學
의 ‘明德’ ․ ‘三綱領’ ․ ‘八條目’, 朱子의 大學 改正, 異端 등)와 관련한 다
양한 소재마다 자세한 해설을 부가하여 그 함의를 명료히 함으로써 수
사학적 분석을 보조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이상수는 문학의 수사학적 분석을 학문에까지 적용함으로
써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성과는 창작과 독해
高過於大學而無實,【一種入於空虛 〇括老佛二氏 〇此兩股, 以小學大學對,
講無輕重, 却非陪講】 其他權謀術數一切以就功名之說,【括申商孫吳儀秦
輩】 與夫百家衆技之流,【括陰陽星曆卜數之屬】 所以【所以5】惑世誣民充
塞仁義者, 又紛然雜出乎其間.【權謀百家兩節合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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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증진이라는 당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안이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것이 단지 이상수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그 제자인 朴文鎬의 경전 해석에 전승되는 등 조선후기 경학의 연구
방법론 발전에 다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49) 문학과 학문을 아우르는 사
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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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y of Reading the Preface of the Commentaries on the Great Learning｣ by Lee
Sang-soo (Eodang), Its Rhetorical Analysis / Shin, Jae-sik
Lee Sang-soo (Eodang) (1820-1882) is a literary man of the Old Doctrine
Faction who developed theories on Tang-Sung literatures. Focusing on the
rhetorics of the Tang-Sung literatures, he devised a way of reading prose using
the rhetorics and wrote a guideline about applying it to reading. The ｢Way of
Reading the Preface of the Commentaries on the Great Learning (大學章句序讀
法)｣ is a guideline that applied the rhetorics of the Tang-Sung literatures to the

reading of Zhuzi’s (朱子) ｢Preface of the Commentaries on the Great Learning
(大學章句序)｣ and provides a proper source to examine the trend of carrying
on the legacies of the Tang-Sung literatures as well as the rhetorics used in the
prose in the late Joseong Dynasty and the learning method.
The reconstruction of the analytical process of his way of reading revealed its
characteristics, largely divided into three: domination of the theme through
composition, capture of the intention through technique, and clarification of
implication through elaboration. In other words, he captured the cadence and
gist of the ｢Preface of the Commentaries on the Great Learning (大學章句序)｣
to use them as the clue to grasp the respons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each paragraph to put together the entire composition and substance, captured
various rhetorical techniques to use them as the lead to understand the intent of
the author, Zhuzi, and added detailed interpretations to each material related to
the theme to clarify their implications to complement rhetorical analysis.
As described, Lee Sang-soo extended the rhetorical analysis of literature to the
learning, maximizing its application. Therefore, this achievement is deemed a
proper alternative to the challenge of the times; promotion of creative and
reading capa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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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敎의 人文精神과 艮齋 性師心弟說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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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抄錄
오늘날에는 ‘사람다움’에 대한 규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권리의
초보편화’ 현상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멋대로 자유’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 전혀 ‘인문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간재의 ‘性師心

弟說’이 지니는 인문학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다움’이란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함’을 뜻한다.
간재는 ‘性師’라 하여 ‘본성’이 ‘가치의 표준’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간재학의
목표는 ‘본성대로 사는 것’이었다. 유학에서는 분명 ‘率性之謂道’라 했거니와,
그렇다면 ‘본성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인 것이다.
둘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사람다운 삶’으로 간주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 규범을 무시한 채 자유만 표방하면 ‘짐승같은 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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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기 쉽다. 같은 맥락에서 간재도 “사람에게는 다만 하나의 天理가 있다.
이것을 밝히고 기르지 못한다면 다만 하나의 事物로서, 다른 여러 무리들과
구별이 없게 된다.”고 경계했다.
요컨대 ‘사람됨의 표준’인 ‘본성’을 스승으로 삼아야 인문의 내용이 밝혀지
는 것이며, ‘실천의 주체’인 ‘마음’을 성찰하고 검속해야 인문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인문정신, 사람다움, 본성, 마음, 性師心弟.

Ⅰ. ‘人文’의 유교적 정의
‘人文’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무늬’ 즉 ‘사람을 사람답게 꾸
며주는 무늬’를 말한다. 그렇다면 ‘人文學’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학문’을 뜻하고, ‘人文精神’이란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정신’을 뜻한
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人文’이란 용어는 周易 賁卦(䷕)에 처음 보인다. 程子는 賁卦에 대
한 풀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賁卦에 대해 序卦傳에서는 “噬嗑은 ‘합치는 것’이다. 사물은 겨우 합치는 것
으로 끝날 수 없으니, 그러므로 賁卦로 받은 것이다. ‘賁’는 꾸미는 것이다.”라
고 했다. 사물이 합쳐지면 반드시 ‘무늬[文]’가 있으니, 무늬는 바로 ‘꾸미는 것’
이다. 예컨대 사람이 모이면 威儀와 上下가 있고, 사물이 모이면 次序와 行列
이 있는 것이다. 합쳐지면 반드시 무늬가 있으니, 그러므로 賁卦가 噬嗑卦 다
음에 오는 것이다.1)

序卦傳에 의하면 ‘사물이 모이면 꾸밈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이를 인

1) 周易 賁卦, <程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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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회에 적용하면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도 그에 알맞은 꾸밈이 필요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賁卦는 ‘꾸밈’에 대한 괘인바, ‘威儀와 上下,
次序와 行列’ 등이 바로 꾸밈의 실례라는 것이다. 한편 賁卦의 彖辭에서
는 “天文을 관찰하여 시절의 변화를 살피고, 人文을 관찰하여 천하를 化
成한다(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고 했는데, 이에 대해
程子는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人文’은 人理의 倫序이니, 人文을 관찰하여 천하를 교화한다. 천하에 禮俗
을 이루는 것이 바로 聖人이 賁卦를 활용하는 방도이다.2)

위에서 말하는 ‘人理의 倫序’는 여러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그
아래의 ‘천하에 禮俗을 이룬다’는 말로 보면, ‘인간의 윤리적 질서’로 풀
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앞에서 언급한 ‘威儀와 上下, 次序와
行列’도 ‘인간의 윤리적 질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꾸며주는 무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람다움’이라는 용어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학생, 어떤 군인을 높이 평가할 때 종종 ‘사람답다, 학생
답다, 군인답다’는 말을 쓴다. 그렇다면 누가 학생다운 학생이며, 누가
군인다운 군인인가?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먼저 ‘학생의 본분, 군인의 본
분’을 규명해야 한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열중하여 자신의 실력을 닦
는 것이며, 군인의 본분은 평소에 훈련에 힘쓰고 유사시에 용감하게 싸
우는 것이다. 즉 ‘학업에 열중한다’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학생이 ‘학
생다운 학생’이며, ‘용감하게 싸운다’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 군인이 ‘군
인다운 군인’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다운 사람’이란 ‘사람의 본성을
다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3)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이란 무
2) 周易 賁卦 彖辭, <程傳>.
3) 프롬(Erich Fromm)은 “사람다움(humanity)이라는 개념과 인문주의(humanism)
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이라는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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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말해 ‘사람이 타고난 성질’로서, 사람과 기타 생
명체를 구별해주는 ‘사람만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맹자는 사람이 타
고난 성질 가운데, 사람과 기타 생명체를 구별해주는 요소로서 四端을
들고, 이를 근거로 ‘仁, 義, 禮, 智’를 사람의 본성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다움’의 핵심 내용은 仁義禮智에 있는 것이요, 仁義禮智의
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 하겠다.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人文’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꾸며주는 무
늬’인바, 유학에서는 ‘사람다움’의 핵심을 ‘인의예지의 본성을 실현함’에
서 찾았다. 앞에서 말한 ‘인간의 윤리적 질서’ 역시 ‘본성의 실현’이라는 범
주에 포섭됨은 물론이다. 요컨대 유교에서는 人文의 핵심을 人倫과 도덕
에서 찾고, 이를 천명하고 실현하는 데 학문적 목표를 두었다. 그렇다면
먼저 유가가 추구한 인문정신의 본질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 기초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Fromm, Beyond the Chains of Illusion, Simon &
Schuster, New York, 1962, p.27). 이처럼 ‘사람다움’의 의미나 내용을 해명하려
면 결국 ‘인간의 본성’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4) 서양에서 ‘인문학(studia humanitatis)’이라는 말을 처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로마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기원전 43)라고 한다(강상
진, ｢서양 고중세의 인문정신과 인문학｣, p.67). 이후 1천여 년 동안 ‘인문학’
또는 ‘인문주의’라는 개념은 망각되었다. 주지하듯이 中世는 ‘神本主義’ 시대
였기 때문이다. 르네상스(Renaissance) 시기의 학자 페트라르카(Franciscus
Petrarca, 1304∼1374)는 키케로의 작품을 통해서 ‘사람다움(humanitus)’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며, 마침내 “사람다움을 익혀서 동물적 본성을 극복하는 것이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 인간이 배우지 못한다면, 인간은 파
괴적이고,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고, 이중적이며, 야만적이며, 잔인한 동물
에 불과하다.”고 설파했다. 여기서 ‘사람다움’은 ‘인간적인 감정, 동료 인간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처럼 페트라르카는
‘야만적’이거나 ‘동물적’인 것과 구별되는 ‘사람다움’을 설파했기에, ‘인간에
대한 학문’을 부활시킨 최초의 인물로 추앙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주의(humanism)’라는 근대의 용어가 탄생한 것이다(파이퍼, 인문정신의
역사, pp.30∼31). 이렇게 본다면 ‘人文’의 개념 정의는 사실 유교의 관점이
나 서양사상의 관점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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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儒家 人文精神의 본질
유가 인문정신의 본질을 논하려면, 먼저 율곡의 聖學輯要를 살펴보
는 것이 좋겠다. 聖學輯要의 마지막 편 <聖賢道統>에서, 율곡은 政治
體의 성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태초에 백성을 낳음에 風氣가 비로소 열렸으나, 둥지에서 살고 생으로 먹어
서 生理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벌거벗어 人文이 갖추어지
지 않았으며, 떼를 지어 살면서 君主가 없어서 이로 깨물고 손톱으로 움켜쥠
에, 크게 순박했던 것이 무너지고 장차 큰 혼란이 빚어지려 하였다. 이에 聖
人이 만물 가운데 우두머리로 나셔서, 聰明叡智하여 자기의 본성을 능히 완전
하게 발휘할 수 있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그에게 모여들어, 다툼이
있으면 해결을 구하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가르침을 구하여, 받들어 君主
로 삼았다.5)

위에 보이듯이, 율곡은 ‘자연상태’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
치체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자연상태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
약된다. 生理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人文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혼란이
빚어진 것이 그것이다. ‘生理’란 ‘합리적이고 편리한 생활양식’을 말하고,
‘人文’이란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인륜질서’를 말하며, ‘혼란’이란 ‘통치권
력이 없어서 빚어진 무질서’를 말한다. 이러한 혼란상태에서 聖人이 등
장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어 그를 君主로 받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입각하면, 정치의 과제는 ‘生理’를 제시하고, ‘人文’을
확립하며,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는 어떻게 달성
해야 하는 것인가? 율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5) 李珥, 栗谷全書 卷26 頁35-36, <聖賢道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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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人께서) 천시를 따르고 지리를 말미암아[順天時 因地理] 養民의 도구를
만듦에 宮室과 의복 및 음식과 器用이 점차 갖추어져서 백성들이 생업에 안
락할 수 있었다. 또한 편안히 살되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질 것을 염
려하여, 인심에 말미암고 천리에 근본하여[因人心 本天理] 敎化의 도구를 갖
춤에 부자 ․ 군신 ․ 부부 ․ 장유 ․ 붕우가 각각 그 道를 얻어 질서가 잡히게 되었
다. 또한 시대가 다름에 제도의 마땅함이 있고, 어질고 어리석음이 한결같지
않아 다스리는 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조절하고 시무를 헤아려[節人
情 度時務] 損益의 법규를 만드니, 이에 文質과 政令 및 賞과 罰이 각각 그 마
땅함을 얻었다. (…) 이것이 聖人이 ‘繼天立極’하여 한 세상을 다스린 것이었으
니, 이에 道統의 이름이 세워졌다.6)

율곡은 ‘聖人의 정치’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天時를 따르고 地
理를 말미암아 ‘養民의 도구’를 만든 것인데, 이는 ‘生理’의 계발에 해당
한다. 둘째는 인심에 말미암고 천리에 근본하여 ‘敎化의 도구’를 만든 것
인데, 이는 ‘人文’의 확립에 해당한다. 셋째는 人情을 조절하고 時務를
헤아려 ‘損益의 법규’를 만든 것인데, 이는 ‘혼란’의 극복에 해당한다. 聖
人의 이 세 업적을 율곡은 ‘繼天立極’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繼天立極’이
란 ‘天理(자연의 理法)를 계승하여 人極(인간의 표준)을 확립한다’는 뜻이
다. 인간의 삶은 자연의 이법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유학 특히
주자학의 지론이었다. 위에서 말한 ‘順天時 ․ 因地理, 因人心 ․ 本天理, 節
人情 ․ 度時務’는 繼天立極의 세 측면에 해당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인문정신’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편안히 살되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질 것을 염려하여, 人心에
말미암고 天理에 근본하여 敎化의 도구를 갖춤에 부자 ․ 군신 ․ 부부 ․ 장유
․ 붕우가 각각 그 道를 얻어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율곡은 ‘人文’의 본질을 인간을 금수와
구별해주는 ‘사람다움’에서 찾고, 그 구체적 내용을 ‘五倫’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이는 孟子의 주장을 그대로 계승한 것인 동시에, 유가의 지론이
6) 李珥, 栗谷全書 卷26 頁36, <聖賢道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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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둘째, 율곡은 또한 ‘人文’의 본질을 ‘人心에 말미암고 天理에
근본함’7)으로 설명했다. 요컨대 ‘人文’이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의 理
法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가의 인문정신
은 ‘인간의 자유의지’에만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객관적인 ‘자연
의 理法’을 아울러 중시하는 것이다. ‘繼天立極’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의 理法이 합치되는 지
점에서 성립한다는 것 역시 유교의 지론이었다.
유학에서는 자연의 理法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내재한다고 본다[天命
之謂性]. 따라서 ‘자연의 理法에 따른다’는 말은 곧 ‘인간의 본성에 따른
다[率性之謂道]’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의 인문정신과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孔子의 ‘克己復禮’와 ‘從心所欲不踰矩’이다. 공자
는 ‘斯文의 主役’으로 자처한 바 있을 만큼 인문정신에 투철했거니와, 공
자의 인문정신은 이 두 개념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克己復
禮’에 대해 살펴보자.
顔淵이 ‘仁’에 대해 묻자, 孔子께서 말씀하시길,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禮로 돌아가는 것[克己復禮]이 仁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를 克己復
禮하면 온 세상이 仁으로 돌아갈 것이다. 仁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말
미암는 것이니[爲仁由己], 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안연이 말하기
를, “청컨대 그 조목을 묻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禮가 아니면 듣지 말며,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禮가 아니면 행동하
지 말라.” 안연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청컨대 이 말씀들을
실천하겠습니다.”8)

7) ‘人心 ․ 道心’에서의 ‘人心’은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지만, ‘因人
心’에서의 ‘人心’은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意志’를 뜻한다. 또한 ‘天理･人
欲’에서의 ‘天理’는 ‘자연의 理法에 따르는 마음’을 뜻하지만 ‘本天理’에서의
‘天理’는 ‘자연의 理法’ 자체를 뜻한다.
8) 論語 顔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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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에 대한 여러 설명 가운데 하나는 “仁은 곧 ‘사람다움’을 말한다”9)
는 것이다. 또한 ‘人文’을 ‘사람을 사람답게 꾸미는 것’이라 할 때, 그 가
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禮’이다. 그런데 中庸에서는 “親親의 降殺와
尊賢의 等差에서 禮가 생겨났다”10)고 했고, 같은 맥락에서 朱子는 禮를
“자연의 理法에 따라 마디 짓고 꾸미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동 양식이
되는 것”11)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
연의 理法에 맞게’ 또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게’ 알맞음의 기준을 설정
하고, 그 기준에 맞게 꾸며주고자 하는 것이 유교가 추구한 禮의 이상이
다. 그런데 공자는 仁이란 바로 ‘克己復禮’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본다면
孔子가 추구한 인문정신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극기복례’에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克己復禮의 구체적인 방법은 “禮가 아니면 보
지 않고, 禮가 아니면 듣지 않으며, 禮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禮가 아니
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禮法에 맞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克己復禮는 우리의 자유로운 삶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 제한의 준거는 물론 예법인데, 예법의 근원은
유교적 맥락에서 ‘자연의 理法’ 또는 ‘인간의 본성’으로 소급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또 주목할 것은 ‘克己復禮’를 말하는 동시에 ‘爲仁由
己’를 말하여, ‘자기’가 두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朱子의 人
心道心說과 연관시켜 보면, ‘克己復禮’에서의 ‘자기’는 ‘사사로운 욕망의
주체’를 뜻하며, ‘爲仁由己’에서의 ‘자기’는 ‘도덕실천의 주체’를 뜻한다.
孔子에게 있어서 ‘사사로운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절제의 대상이며,
‘도덕실천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계발의 대상이다. 오랜 세월 동안 “禮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며,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절제
를 통해 克己復禮를 이룬다면, 그 결과가 바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9) 中庸章句 20, “仁者, 人也, 親親爲大; 義者, 宜也, 尊賢爲大.”
10) 中庸章句 20, “親親之殺, 尊賢之等, 禮所生也.”
11) 論語集註 學而 12, 朱子註,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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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법도에 넘지 않는다’는 ‘從心所欲不踰矩’12)의 경지로 나타나는 것
이다. 그런데 이는 바로 앞에서 말한 ‘人心에 말미암고 天理에 근본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른 것’이 바로 ‘因人心’
에 해당하며, ‘법도에 넘지 않음’이 바로 ‘本天理’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孟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맹자는 누구보다도 ‘사람의 사람다움’
을 강조했고, 사람다움을 외면하면 사람이 금수로 전락한다고 경계했다.
맹자는 사람다움의 근거로서 ‘사람에게 차마 할 수 없는 마음[不忍人之
心]’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갑자기 보
게 된다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惻隱之心을 품게 된다. 이는 어린아이
의 부모와 교제를 맺기 위함도 아니요, 마을의 벗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며,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을 경우)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런 것도 아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羞惡之
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13)

위에 보이듯이, 맹자는 不忍人之心 또는 四端을 ‘사람다움’의 근거로
규정하고, 따라서 이것이 결핍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파했다.
주지하듯이 사단이란 仁 ․ 義 ․ 禮 ․ 智의 본성이 발현된 마음을 뜻한다. 그
렇다면 맹자는 仁 ․ 義 ․ 禮 ․ 智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만이 사람
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맹자는 四端과 별개로 五倫을 ‘사람다
움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사람에게는 道가 있거니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12) 論語 爲政 4,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不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不踰矩.”
13) 孟子 公孫丑上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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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를) 가르침이 없다면 禽獸에 가깝게 된다. 聖人이 이를 근심하시어 契을
司徒로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父子有親 ․ 君臣有義 ․ 夫婦有別 ․ 長幼
有序 ․ 朋友有信이 그것이다.14)

위에 보이듯이, 맹자는 衣 ․ 食 ․ 住의 충족만으로는 사람다움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파했다. 의식주의 충족은 ‘본능적 욕구’의 영역이거니와, 이
는 또한 ‘사람과 금수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맹자는 사람을 금
수와 구별해주는 요소, 즉 사람의 사람다움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五倫
을 역설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유교에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꾸며주는
것’으로서의 人文의 본질을 ‘因人心 ․ 本天理’로 설명했다. ‘인간다운 삶’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의 이법이 합치되는 지점에서 성립한다는 것이
다. 공자는 인간다운 삶의 요점을 ‘克己復禮’로 설명했고, 그 궁극적 경
지를 ‘從心所欲不踰矩’로 설명했다. 맹자는 의식주의 충족 등 본능적 욕
구의 영역은 사람과 금수의 공통점이라고 보고, 사람과 금수가 구별되는
지점으로서 仁義禮智의 본성 또는 五倫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유교
에서 추구한 인문정신의 본질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仁義禮智의 본성
을 계발하고, 인간과 금수의 공통 영역인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는 알맞
게 제어하자는 것이었다.

Ⅲ. 艮齋 性師心弟說의 ‘人文的’ 해석
艮齋 田愚(1841-1922)의 性理說은 性師心弟說로 대변된다. 이제 性師心
弟說의 취지를 살펴보고, 그 인문적 의의를 논해 보기로 하자. 먼저 간
14) 孟子 滕文公上 4,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
有憂之, 使契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
友有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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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性師心弟說을 정립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간재는 25세 무렵(乙
丑年, 1865)부터 약 10년간 省齋 柳重敎와 心性說에 대해 논변한 바 있는
데,15) 간재는 이를 계기로 ‘心은 性에 근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하게
되었다.16) ‘心은 性에 근본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의 모든 판단과 행위
는 본성이 제시하는 바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간재는
훗날 이를 ‘性師心弟’라는 명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당시에 華西 李恒老와 寒洲 李震相 등은 ‘性 ․ 情의 주재자’인 心을 氣
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心을 理로 규정하고, ‘心과 性’의 관계
를 ‘綱과 目’의 관계에 비유하여 心을 높이고 性을 낮추는 입장을 취하
였다. 그런데 간재는 心을 理로 규정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보았고, 心을
높이고 性을 낮추는 것도 잘못이라고 보았다. 心은 ‘지각과 반응의 주체’
인바 따라서 氣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心을 理로 규정하여 心을 높이
면 결국에는 猖狂自恣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猖狂自恣’란 ‘미친놈처럼 스스로 방자하게 구는 것’을 말하는바, 이는
‘가장 사람답지 못한 행태’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다움’을 추구한 유교
에서는 일찍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왜’ 猖
狂自恣에 빠지는 것인가? 주자는 老 ․ 佛, 그 중에서도 특히 禪佛敎에 대
해서 창광자자에 빠졌다고 비판했는데, 선불교의 卽心卽佛論이 창광자
자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내 마음을 곧 부처라고 규정하
면, 나의 모든 행동은 부처의 행동으로 정당화될 수 있거니와, 이러한
맥락에서 禪僧들이 곧잘 창광자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17) 같은 맥
락에서, 성리학자들은 陸 ․ 王의 心卽理說에 대해서도 선불교의 卽心卽佛
論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陽明左派가 온갖 해괴망

15) 柳重敎, 省齋集 附錄 卷1, <省齋年譜>, 乙丑年(1865, 先生34歲)條 참조.
16)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39, <㤓言>, “愚所謂心本性一句, 原因柳穉程極
力說心字太尊, 性字差卑而出.”
17) 禪宗의 卽心卽佛論이 猖狂自恣를 연출하게 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한형조,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여시아문, 1999), pp.135∼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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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짓들을 자행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성리학자들은 그 원인
이 바로 心卽理說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재는 당시에 새
롭게 등장한 화서학파 ․ 한주학파의 心卽理說에 대해 ‘사람다움을 수호한
다’는 입장에서 경계와 비판의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간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性이 높은 자리에 있고 心이 性을 따라 높이면 儒者의 학문이 되고, 心이
性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면 異端의 학문이 된다.18)
옛날부터 異端은 그 학설이 다양하지만, 그들이 主로 삼는 것은 하나이다.
그 하나란 무엇인가? 心일 뿐이다. 우리 聖賢의 수많은 말씀은 모두 ‘性을 主
로 삼는 것’이다.19)

위의 두 인용문에 보이듯이, 간재는 ‘儒學과 異端’의 차이를 ‘主性과
主心’ 또는 ‘尊性과 尊心’ 즉 ‘본성과 마음의 관계설정’ 문제로 인식했다.
儒學에서는 본성을 높이고 본성을 주로 삼는 반면, 異端은 본성을 외면
하고 마음을 높이며 마음을 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간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孔門의 敎學은 모두 尊性에 있고, 外家의 敎學은 모두 主心에 있다. 만약
性을 極則으로 삼으면, 源頭가 이미 바르기 때문에 末流도 바르지 않은 경우
가 없다. (…) 만약 心을 極則으로 삼으면, 源頭가 한번 어긋남에 末流도 어긋
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 이제 공부의 源頭處에 나아가 변별하지 않고, 혹
자는 “心은 좋은 것이니, 반드시 이에 근본한 다음에야 道가 된다”고 하고, 혹
자는 “氣는 조잡한 것이니, 반드시 이를 외면한 다음에야 道가 된다”고 하니,
이는 모두 末流의 논의이다.20)
18)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1, <㤓言>, “性居尊位, 而心從而尊之, 則爲儒者
之學也; 心不尊性而自尊, 則爲異端之學矣.”
19)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46, <㤓言>, “從古異端, 其說多端, 而其所主則
一. 一者何? 心是已. 吾聖賢千言萬語, 無非是主性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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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는 ‘儒學의 尊性’과 ‘異端의 主心’에 대해 보다 구체적
으로 논했다. ‘極則’이란 ‘궁극적 표준’을 뜻하거니와, 유학은 본성을 궁
극적 표준으로 삼음에 반하여, 이단은 마음을 궁극적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간재는 ‘본성을 표준으로 삼으면 모든 일이 바르게 되나, 마음을
표준으로 삼으면 모든 일이 어긋나게 된다’고 보았다. 간재는 마음과 본
성의 관계설정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 표준은 무엇인가를 변별하는 것이
‘공부의 源頭處’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의 인용문을 통해 간재는 ‘사람다
움’의 본질을 ‘본성을 표준으로 삼음’ 즉 ‘본성을 발휘함’으로 인식했음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재는 본성과 마음의 관계 설정 문제를 중시했거니와, 마음
과 본성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간재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心과 性은 化育을 參贊하는 근본으로서, 서로 없을 수 없고, 혼합하여 간격
이 없으며, 또한 사람이 능히 버리거나 취할 수 없다. 그러나 性은 理이고, 心
은 氣이니, 그 형세에 강 ․ 약의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성현이 학문을 논할 때,
서로 없을 수 없음에 대해서는 이미 體 ․ 用과 能 ․ 所 등으로 밝혀서 어느 하나
를 무시하지 않았고, 道 ․ 器와 强 ․ 弱의 구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氣의 精爽이
極尊無對한 理의 짝이 된다’는 뜻을 밝히셨다. 이는 天에 근본해야 하며, 감히
心에 근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으니, 그 취지가 깊다.21)

20)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1-2, <㤓言>, “孔門敎學, 全在尊性; 外家敎學,
全在主心. 如以性爲極, 卽源頭旣正, 而末流無往不正. (…) 如以心爲極, 卽源
頭一差, 而末流無一不差. (…) 今不就功夫源頭處辨別, 而或曰“心是好底, 必
本此然後爲道.” 或曰“氣是粗底, 必外此然後爲道”, 皆末流之論也.“
21)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55, <㤓言>, “心性二者, 參贊化育之本, 不能相
無而渾合無間, 亦非人所能去取也. 然性是理, 心是氣, 則其勢有強弱之分焉.
故聖賢論學, 於其不能相無者, 旣以體用能所之屬明之, 而無所偏廢; 至其道器
之辨, 強弱之分, 則未嘗不致其氣精爲配理尊無對之意焉. 蓋其所以本天而不
敢本心者, 其旨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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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는 心과 性을 서로 없을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하면서도, 道와 器,
强과 弱의 구분이 있다고 보았다. 性은 道에 해당하므로 가치의 표준이
되나, 또한 능동적 작위력이 없는 약한 존재이다. 반면에 心은 器에 해
당하므로 능동적인 존재이나, 가치의 표준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心과
性의 바람직한 관계는 ‘性이 제시하는 가치의 표준을 心이 능동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天에 근본해야 하며, 감히
心에 근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22) 간재는 이
러한 맥락에서 ‘心은 性에 근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립한 것이다. 간재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聖人이 근본으로 삼는 것은 性이요, (性을) 근본으로 삼는 주체는 心이다.
그러므로 나는 ‘心은 性을 근본으로 삼는다[心本性]’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성
인이 다시 태어나셔도 ‘心本性’이라는 말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다.23)

간재는 “비록 성인이 다시 태어나셔도 ‘心本性’이라는 말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心本性’ 이론을 확신했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心本性’이란 ‘마음은 본성을 가치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는
‘마음은 본성이 제시하는 가치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거니와, 간
재는 이것이 孔 ․ 孟 ․ 程 ․ 朱의 기본 노선이요, ‘사람다움의 길’이라고 확신
한 것이다.
이상에서 마음과 본성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간재의 입장을 살펴보
22) 朱子는 “불교의 ‘주먹을 들어서 털이개를 세운다[擎拳豎拂], 물을 긷고 땔나
무를 나른다[運水搬柴]’는 학설이 어찌 이 마음을 보지 않았겠으며, 어찌 이
마음을 알지 못했겠는가? 그러나 끝내 함께 堯 ․ 舜의 道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天理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마음만을 알아 주재자로 삼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자기의 사사로움’을 면치 못한다. 선배들의 ‘聖人
은 하늘에 근본하고[本天], 불교는 마음에 근본한다[本心]’는 말은 대개 이를
말한 것이다.”라고 논한 바 있다(朱子大全 卷30 頁23, <答張欽夫>).
23)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55, <㤓言>, “聖人之所本者, 性也, 其本之者, 心
也. 吾故曰‘心本性也.’ 心本性, 雖聖人復起, 不易斯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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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거니와, 이제 간재의 ‘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간재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사람의 한 몸은 곧 理가 존재하는 곳이다. 반드시 이 몸은 곧 ‘道를 싣는 그
릇[載道之器]’임을 깨달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 진실로 그 몸
을 사랑하고 공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닦고 살펴야 하니, 요컨대 하나의 생
각, 하나의 동작도 理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게 해야 한다. 이는 본래 타고난
大事로서, 그렇게 하자면 오직 날이 부족할 것이니, 어느 겨를에 남을 위할
수 있겠는가?24)

우리의 마음이 지각하고 결심한 내용은 결국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실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재는 우리의 몸을 ‘道를 싣는 그릇’으로 인
식하고, 사랑과 공경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몸을 사랑하고 공경
하는 방법은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편안하게 뒹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理에 부합하도록 수양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간재는 이를 추구하
는 爲己之學을 ‘타고난 사명’으로 규정하고, 爲人之學을 꾀하는 사람들을
경계했다.
이제까지 ‘사람다움’에 대한 간재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았거니와, 간
재는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의 여러 풍조들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모
색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단적 학술이 초래하는 滅倫亂常에 대한 비판이다. 간재의 許
筠과 李贄(李卓吾)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食色은 性이다, 攻取는 性이다.”라는 것으로 그친다면, 장차 禮義를 돌보지
않게 될 것이다. 許筠은 “남녀의 정욕은 天(性)이며, 禮義로 변별하는 것은 聖
24)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9, <㤓言>, “人之一身, 卽理之所在, 須究見此身
卽載道之器, 不得不悉心愛敬之. 苟欲愛敬其身, 必須修省, 要使一念慮, 一動
作, 無不合理. 此是天來大事, 惟日不足, 何暇爲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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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의 가르침이다. 天은 聖人보다 한 등급 높으니, 나는 天을 따르고, 聖人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聖人의 禮義之敎는 원래 天理로부터 마름질
하여 나온 것이요, 天에는 본래 이러한 것이 없는데 聖人이 마음대로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님을 전혀 모른 것이다. 天은 말 없는 聖人이요, 聖人은 말할
수 있는 天이다. 예컨대 근세의 夷狄이 남녀의 분별이 없는 것, 李贄의 觀音
會에서 금수처럼 암컷을 공유하는 것 등은 모두 許筠의 부류이다.25)
예전에 李贄는 ‘當下自然’ 네 글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함닉시켰는데, 이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當下當然’ 네 글자로 進德의 방편을
삼고자 한다. 대개 옛날부터 말하는 ‘太極, 至善, 正命, 本性’ 등은 모두 이 ‘當
然’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두 글자에 마음을 붙여 이해하고
지킨다면, 그밖에 다시 별도의 학문이 없는 것이니, 헛되게 사색에 빠지고 기
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26)

맹자는 仁義之性을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했거니와, 성리학은 기본적
으로 이를 계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告子는 食色之性을 말했고, 荀子는
攻取之性을 말했거니와, 인간이 타고난 성향에는 분명 이러한 요소들도
존재한다. 요컨대 인간이 ‘타고난 성향[天性]’에는 ‘도덕적 본성’도 존재하
고 ‘육체적[利己的] 본능’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허균은 육체적 본능
에 대해서는 ‘타고난 성향’으로 규정하여 옹호하고, 禮敎에 대해서는 ‘후
천적 人爲’로 규정하여 폄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간재는 인간이 타고난
성향에는 仁義之性과 食色之性이 함께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仁義之

25)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88-89, <㤓言>, “食色性也, 攻取性也, 而止則將
不顧禮義. 許筠言‘男女情欲, 天也; 禮義辨別, 聖人之敎也. 天且高聖人一等,
我從天而不從聖也.’ 殊不知聖人禮義之敎, 原來從天理中裁成出來, 非天本無
是而聖人擅自造作. 天是無言底聖人, 聖人是能言之天也. 如近世夷狄之男女無
別, 李贄之觀音會, 禽獸之聚麀, 皆許筠之類也.”
26)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24-25, <㤓言>, “昔李贄以當下自然四字, 陷溺人
心, 此誠可痛. 然余今以當下當然四字, 爲進德之欛柄. 蓋古今所謂太極至善正
命本性之類, 總不外此當然兩字. 只於此兩字, 著心理會, 著心持守, 此外更別
無學, 不可妄費思索, 不可枉用氣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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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외면하고 食色之性만 추구하면 ‘夷狄과 禽獸가 된다’고 비판한 것
이다.
李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天性’과 ‘自然’은 본래 같은 맥락이거니
와, 그 역시 仁義之性은 외면한 채 食色之性을 인간의 ‘자연’으로 규정하
고, ‘자연에 충실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간재는 ‘自然’ 대신
‘太極, 至善, 正命, 本性’ 등을 거론하면서 ‘當然’을 내세웠다. ‘태극, 지선,
정명, 본성’ 등은 인간의 ‘自然’인 동시에 ‘當然’이기도 한바,27) 이 당연한
도리에 힘써야만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李贄가 ‘육체적 본
능’을 내세운 것에 대해, 간재는 ‘도덕적 본성’을 내세워 맞선 것이다.
李贄는 王陽明의 心卽理說을 추종한 인물이거니와, 간재는 心卽理說
을 추종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폐단을 낳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간재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心靈을 太極으로 인식하여 思慮와 云爲를 道에 비춰 헤아리지 않고
오직 ‘나의 의지[吾意]’만 믿으며, 國君을 宗子라고 규정하여 안위와 치란에 대
해 下問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나의 진언[吾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이룬 행실이 과연 天命之性에 어긋나지 않겠으며, 그 이룬 업적이 과연 前
聖의 道에 부합하겠는가?28)

‘心靈을 太極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곧 ‘心을 理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心이 곧 理라 한다면 자신의 사려와 운위를 道에 비춰 헤아릴 필요가
없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心卽理說은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논리인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실이 天命之性이나 前
27) 인간에게는 본래 人心과 道心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人心과 道心은 모
두 自然에 속한다. 그런데 人心은 절제의 대상이요 道心은 확충의 대상이
라는 점에서, 人心은 自然에 그치는 것이나 道心은 自然인 동시에 當然인
것이다.
28)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88, <㤓言>, “若認心靈爲太極, 而思慮云爲, 不
揆諸道, 而惟吾意之是恃, 指國君爲宗子, 而安危治亂不待其問, 而惟吾言之求
用焉, 則其所成之行, 果不戾於天命之性, 而所就之功, 果能合於前聖之道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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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의 道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私利私慾과 사사로운 偏見에 빠져 風俗을 험악하고 偸薄하게
타락시킨다는 비판이다. 간재는 사리사욕으로 인한 풍속의 타락을 다음
과 같이 비판한다.
先王의 치세에는 忠厚와 朴實을 서로 숭상하여, 險薄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
는 끼워주지 않았다. 論語의 “말이 忠信하지 않고 행실이 篤敬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라도 행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 오늘날에는 속습이 날로 더욱 투박해져서, 비록 평생 師友라고 불렀어도
또한 서로 險詐로 대한다. 하물며 朝廷에는 權利의 다툼이 있고, 鄕黨과 市井
에는 貨利의 다툼이 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29)
朝廷에서는 權利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鄕閭에서는 財利를 위해 서로 경쟁
하며, 儒門에서는 名利를 위해 서로 경쟁한다. 이 세 가지 경쟁이 심하면 남
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기도 하니, 매우 슬픈 노릇이다.30)

간재는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이 투박하게 타락한 원인으로 각종 ‘이
익 다툼’을 들었다. 이익을 위한 다툼은 조정과 향당 ․ 시정뿐만 아니라
儒門에서도 일어난다. 그리하여 평생 서로 師友라고 불렀어도, 이해관계
가 충돌하면 곧잘 서로 險詐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재는 “이 세 가
지 경쟁이 심하면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기도 한다”고 통탄했
거니와, 이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실
상이다.
위의 두 인용문에서는 사리사욕의 폐단을 비판했거니와, 그에 못지않
29)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35, <㤓言>, “先王之世, 以忠厚朴實相尙, 其險
薄詐僞者不齒, 語曰‘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 正此之謂也. (…) 至
於今日, 俗習日益偸薄, 雖號爲平生師友, 亦復以險詐相與, 况於朝廷有權利之
爭, 鄕黨市井有貨利之爭者, 尤何論也?”
30)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7, <㤓言>, “朝廷則以權利相爭, 鄕閭則以財利
相爭, 儒門則以名利相爭, 三爭甚則至於殺人殺身, 噫! 其可悲也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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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로운 것이 ‘사사로운 의지와 편견’이다. 간재는 ‘私意, 私見의 해로
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내가 古今의 士類들을 살펴보니, 의논하고 일을 처리하는 즈음 그 是 ․ 非와
好 ․ 惡에 있어서 私意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 公理를 따르지 않았다. 이로 인
해 사람들이 마음으로 불평하고 道術이 밝혀지지 않아, 천하가 드디어 乖亂에
빠졌으니, 매우 통탄스럽다. (…) 또한 老氏는 無爲를 좋아하여 모여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告子는 不動心을 좋아하여 理에서 구하는 것을 싫어하며, 蘇
氏는 恣肆를 좋아하여 拘撿을 싫어하고 文章을 좋아하여 道學을 싫어하며, 陸
氏는 정신과 마음을 凝定하기를 좋아하여 理義를 탐구하는 것을 싫어하고, 昌
黎는 事功을 좋아하여 自重을 싫어하며, 荊舒는 自用을 좋아하여 사람들의 말
을 싫어했다. 이러한 부류는 모두 자기의 편견을 따름으로써 천하에 큰 우환
을 끼친 것이다.31)

사의와 사견은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고 도술을 어지럽혀, 결국 천
하를 괴란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간재는 老子와 告子 등 고대의 이단적
학자들은 물론 蘇軾 ․ 陸九淵 ․ 韓愈 ․ 王安石 등 宋代의 저명한 학자들까지
私見에 빠진 것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편견을 고집함으로써
천하에 큰 우환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락한 풍속을 바
로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간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이익을 숭상하는 풍습을 고치지 않고 옛날의 성대한 다스림을 회
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법제를 고치는 것은 마음을 고치는 것만
못하다. 그릇된 마음으로 좋은 법제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법이 오래가지 못
하고 폐단이 생긴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道學과 禮敎로
31)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8, <㤓言>, “余觀古今士類, 於議論之閒, 事爲之
際, 其是非好惡, 多徇私意, 而不遵公理. 因此人心不平, 道術不明, 而天下遂至
於乖亂, 絶可痛也. (…) 且如老氏好無爲而惡集事, 告子好不動心而惡求諸理,
蘇氏好恣肆而惡拘撿, 好文章而惡道學, 陸氏好凝定神心而惡究索理義, 昌黎好
事功而惡自重, 荊舒好自用而惡人言, 此類皆徇自己之偏見, 而遂貽天下之大
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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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기르고, 廉恥와 綱紀로 세상을 규율해야만 한다.32)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사사로움에 빠져 천지 사이에 한 덩어리의 私를 이
루었다. (…) 요컨대 모두 마음을 비우고 理에 따르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
고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 힘써서, 함께 至善의 경지에 돌아갈 것을 기약
한다면, 한 세상의 이미 무너진 풍속을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33)

위의 두 인용문에서는 모두 풍속을 바로잡는 관건으로 먼저 ‘마음을
고칠 것’ 또는 ‘마음을 비울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道學과 禮敎로 인재
를 기르는 것’이나 ‘마음을 비우고 理에 따르는 것’은 모두 性師心弟說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는 마음은 제자로서 스승(본성)이 제시
하는 가르침을 기꺼이 수용하여 실천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天理之公’
또는 ‘性命之正’이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본성적인 것’은 공정한 것이요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본성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면
투박한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이다.
셋째, 文勝의 폐단에 대한 비판이다. 공자는 “質이 文을 이기면 촌스
럽고, 文이 質을 이기면 겉만 번지르르하니, 文과 質이 알맞게 조화를
이룬 다음에야 君子이다.”34)라고 설파한 바 있다. 文과 質이 알맞게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유교의 지론이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원론
적으로 ‘文質彬彬’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質勝보다는 文勝을 더욱
경계하였다. 간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간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2)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74-75, <㤓言>, “不改今日尙利之習, 而欲復前代
治安之盛, 則無其術矣. 然改法不如改心, 以非心而行善法, 法不久而弊已生矣.
欲改人心, 必須用道學禮敎以養材, 廉恥綱紀以律世 始得.”
33)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85, <㤓言>, “人各私其私, 天地閒結成一塊私.
(…) 皆要虛心循理, 不立人我, 務相愛敬, 期以同歸至善之域, 亦庶幾漸回一世
已頹之風.”
34) 論語 雍也 16,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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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賢의 학문은 ‘실질이 뛰어남[實勝]’을 주로 삼기에, 말이 간략하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후세의 학문은 ‘꾸밈이 뛰어남[文勝]’을 주로 삼기에, 그 말이 풍
부하고 아름다우나 실질이 없다. 일찍이 몇몇 사람의 글을 보니, 인물을 논하
고 사업을 논한 것이 걸핏하면 數千言이 되지만, 쓸 만한 실질을 구하면 끝내
한 구절도 단적으로 사람에게 주어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므
로 夫子의 “文은 내가 남들만 못한 점이 없지만, 君子의 道를 몸소 실천함은
내가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일찍이 그러한 폐단을 예방한 것이었음
을 알게 되었다. 대개 말만 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어지럽히는 것이 어찌
사람들에게 몸소 실천하여 心得하도록 가르쳐서 아름다운 文華가 흘러나오도
록 하는 것만 하겠는가?35)

위의 인용문에서는 실질이 결여된 채 꾸밈에 치중하는 세태를 비판하
고, 실질이 뛰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文華가 흘러나온다고 설파했
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몸소 실천하여 마음으로 터득한 결과가 자연
스럽게 유출되는 것이요, 결코 ‘인위적인 꾸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간재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
인할 수 있다.
古人은 온축이 깊고 두터워서 發越이 성대하다. 지금 사람들은 쉽게 밖으로
누설하니, 어떻게 두텁게 쌓아 멀리 베풀 수 있겠는가? 학자들은 마땅히 깊이
음미하고 묵묵히 이루어야 한다. 氣象이 혼후하면 文明을 열고, 경박하면 巧
僞를 연다. 학자들은 모름지기 본원을 함양해야 한다. 이는 魏莊渠의 말씀이
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평생의 큰 병이 ‘容易漏泄’ 네 글자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깊이 ‘默成涵養’으로 일을 삼겠다.36)

35)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10, <㤓言>, “聖賢之學, 主於實勝, 故語𥳑要而
有味; 後世之學, 主於文勝, 故其言贍麗而無實. 曾見某某數公之書, 論人論事,
動輒數千言, 而求其可用之實, 則竟未有一句端的與人做樣轍者, 故知夫子‘文
莫吾猶人也, 躬行君子, 則吾未之有得’, 早已防其弊矣. 蓋言之而亂人心目, 豈
若敎人躬行心得, 而文華流露之爲美也.”
36)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18, <㤓言>, “古人蘊蓄深厚, 故發越盛大. 今人
容易漏泄於外, 何由厚積而遠施? 學者當深玩默成, 氣象渾厚, 則開文明, 澆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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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온축이 깊고 두터움, 기상이 혼후함, 黙成涵
養’ 등은 앞에서 말한 ‘몸소 실천하여 마음으로 터득함’과 같은 맥락으로
서, 간재는 이것이 바로 ‘文明의 길’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쉽게 밖으로
누설함, 기상이 경박함’ 등은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자신을 과장되게 꾸
며내는 것으로서, 간재는 이를 ‘巧僞’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넷째, 간재는 전통적 유학자로서, 이미 시대의 대세로 굳어진 당시의
‘開化風’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37) 그런데 흥미
로운 것은 嫡 ․ 庶의 차별과 男 ․ 女의 차별 등 당시의 불합리한 유교적 관
행에 대해서도 간재가 과감하게 비판을 가했다는 점이다. 몇 가지의 사
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大宗家가 아니면 서로 後嗣를 세우는 의리가 없다”는 것은 비록 註疏의
설명이지만, 그 의리는 실로 천지 사이에 꼿꼿한 正理이다. 그런데 후세의 제
왕들은 이를 개의치 않으며, 人家에서도 실행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어찌 부
모를 바꾸고 하늘로 여기는 바를 옮기는 것이 작은 일이겠는가?38)
親子가 있는데도 族姪을 後嗣로 세우는 것은 仕宦家의 잔인한 마음이며 이
치를 해치는 悖習이다.39)

위의 두 인용문은 入養하여 後嗣를 세우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다. 간
재 당시에 후사를 세우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였다. 첫째는 嫡 ․ 庶를 막론
하고 親子가 없는 경우이며, 둘째는 庶子는 있으나 嫡子가 없는 경우가

則開巧僞. 學須涵養本原, 此魏莊渠語. 余今日看此, 覺得平生大病, 在容易漏
泄四字, 從玆以後, 深以默成涵養爲務也.”
37)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43-46, <㤓言> 참조.
38)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41, <㤓言>, “非大宗, 無相後之義, 此雖註疏說,
而其義則實天地間直上直下之正理, 而後世帝王不以爲意, 人家亦鮮有行之者,
豈易父移天, 是小事歟?”
39)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41, <㤓言>, “有親子而立族姪爲嗣者, 是仕宦家
忍心害理之悖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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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간재는 첫째의 경우에도 대종가가 아니면 후사를 세우지 못하
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40) 후사를 세우는 것은 부모를 바꾸는 일인바, 이
는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의 경우는 바로 ‘嫡 ․ 庶의 차별’에 해당하는 문제였거니와, 간재는
이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이치를 해치는 패습’이라고 비판하여, 전혀 용
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入繼子가 逆律을 범하면 罷養하여 本宗으로 돌려보내는 것, 아내의 父兄이
반역을 꾀하면 아내가 죄 없이 쫓겨나는 것 등은 과연 모두 천하의 定理이며
正道라고 할 수 있는가?41)
아내의 죄가 쫓아낼 만하지 않은데도 사사로이 쫓아내고 다시 장가든 사람
은 적발해서 刑律로 다스린다. 두 번째로 시집온 여자도 강등시킨다. 그 여자
의 부모도 有罪이다.42)

위의 두 인용문은 罷養과 離婚에 관한 내용이다. 이미 입양한 다음에
벌어진 과오에 대해서 본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죄 없이, 또는 죄에 걸맞지 않게 이혼을
당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비판은 요즘 말로는 ‘女
權 신장’을 촉구한 내용이라 하겠다.43)
40) 간재는 賢臣 ․ 功臣 ․ 忠臣의 경우에는 大宗家가 아니더라도 後嗣를 잇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艮齋集 前編 卷13 頁43, <㤓言>, “賢臣功臣忠臣之
無後者, 必令立後, 如或代遠無昭穆可繼者, 自朝廷就本郡立祠, 令儒林或郡守
祭之, 毋得用間代立孫之法, 以亂父子之倫.”).
41)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41-42, <㤓言>, “入繼子犯逆律而罷歸本宗, 妻之
父兄謀逆, 則妻無罪而見黜, 果皆爲天下之定理與正道歟?”
42)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43, <㤓言>, “婦罪不至可去, 私自黜之而更娶者,
摘發用律, 再聘婦降之, 婦父亦有罪.”
43) 그런데 간재는 寡婦의 再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田愚, 艮
齋集 前編 卷13 頁5, <㤓言>, “近見一朝士上章, 請定孀婦改醮法例, 噫! 何
太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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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의 ‘人文的’ 상황과 性師心弟說의 의의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현대문명은 본래 ‘인문주의(humanism)’
를 표방한 것이었다. 현대문명은 서구에서 시작되었고, 그 기점은 르네
상스(Renaissance)라고 할 때, 르네상스는 보통 ‘그리스적 인문주의
(humanism)의 부흥’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인간’을 ‘동물과 神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 규정
하고, 理性은 인간의 ‘神的 측면’이요 情念(욕망)은 인간의 ‘동물적 측면’
이라고 설명해 왔다. 고전철학의 이상은 물론 情念을 理性의 통제 아래
두자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세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
을 권장했거니와, 이는 ‘동물적인 정념[肉慾]’에서 벗어나 ‘신적인 이성
[靈魂]’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자들
은 ‘神本主義에 치우쳐 인간이 소외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人本主義를
제창하면서 ‘이성을 격하하고 정념을 옹호하는 노선’을 택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와 풍요를 통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현대사
회의 노선이 정립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으로 규정했거니와, 이성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임
에 반하여 욕구는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 이들의 지론이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당연히 ‘이성을 발휘하는 삶’이 곧 ‘사람다운 삶’
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데 홉스와 그 후예들, 즉 자유주의자들은 ‘정
념’을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 욕구를
자유롭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삶
을 ‘사람다운 삶’으로 규정했다. 이것이 ‘근대의 인권사상’이다.44) 요컨대
근대 철학자들이 주창한 自然權이란 ‘인간이 각자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자유롭게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였다.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4) 이상익, 인권과 인륜(심산, 2015), pp.397-4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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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은 인간을 만들었고,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처럼 인간에게도 강한 자기보
존의 욕망을 심어주었으며, 세계에 음식과 옷 및 삶에 필수적인 또 다른 것들,
그리고 그의 의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공급해주었다. (…) 神은 인간의 감각
과 이성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신의 존속에 유용하게
자기보존의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명령했다. (…) 욕망,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강한 욕망이 神 자신에 의해 인간에게 행동의 원리로서 심어
졌으므로, 神의 목소리인 이성은 단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자연
적인 경향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은 창조자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고 인간을 가
르치고, 인간에게 보증할 수밖에 없다.45)

로크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인간의 자기보존 본능 또는 본능적 욕
망은 神의 명령에 따른 신성한 것으로 격상되었다. 그런데 로크도 말했
듯이 ‘자기보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는 원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
른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인용문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 즉 ‘사람다운 삶’의 진면목을 전
혀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후쿠야마(Fransis Fukuyama)에 의하면, 고전 정치철학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 즉 ‘자율적 도덕성’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발견하고, 이
러한 ‘인간 특유의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했으나, 현대 정치철학은
인간의 자율적 도덕성을 부정하고, 인간을 ‘이성 이하의 충동’에 지배되
는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결국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현대 정치철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에 대한 논의가 혼미에 빠지고, 따라서 ‘인권’에 대한 논의도 난관에 봉
착하게 되었다.46) 후쿠야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리의 본질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 지리멸렬한 것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둘러싼 뿌리깊은 철학적 위기로부터 생기는 것이

45)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enguin Books, London, 1993), 제86절.
46) 후쿠야마,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한마음사, 1999), pp.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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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해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지만, 인
간의 본질에 대한 합의가 없이, 혹은 그런 이해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권리를 정의하는 것도, 가짜인지도 모르는 새로운 권리의 탄생을
저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一例로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과의 구별이
상실된 미래에서의 권리의 초보편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47)

위의 인용문에서는 인권사상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
한다고 했거니와, 이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존엄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합의가 무너짐으로써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리멸렬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권리를 정의하는 것도, 가짜인지도 모르는 새로
운 권리의 탄생을 저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 상실되어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권리의 초보
편화’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48)
‘이성 이하의 충동’이란 인간의 ‘육체적 본능’을 뜻하거니와, 육체적 본
능에 지배당하는 삶은 사람다운 삶이 못되며, 그 결과 인권을 주장할 근
거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후쿠야마의 진단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
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간
의 존엄성’의 근거를 확립하고, 그에 입각하여 ‘사람다운 삶’의 전모를
다시 성찰해야 마땅한 것이다.49) 한편, 문학평론가 김주연도 후쿠야마와
유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근대 자유주의(계몽주의)를 비판한 바 있
다.

47) 후쿠야마,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한마음사, 1999), p.435.
48) 오늘날 싱어(Peter Singer)나 레이첼즈(James Rachels) 등 인간과 동물의 본질
적 차이를 부정하는 진화윤리학자들은 이미 ‘동물해방’과 ‘동물의 권리’를
주창하고 나섰으며, 이에 호응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49) 이상익, 인권과 인륜(심산, 2015), 제8장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다운 삶>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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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지배해온 神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자리에 들어선 ‘인간’은 계몽
철학적 합리성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에는 버거워 보였다. 무엇보다 억
압된 인간성은 ‘人權’이라는 自由의 차원에서 역사의 무대에 급격하게 등장하
였는데, 현실로서의 그 실체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욕망’이었다. 욕망은 神과
정치적 권위가 내세워온 형이상학적 가치를 허상으로 비판하면서 그것을 무
너뜨리고, 물질적, 육체적, 가시적인 것들을 그 자리에 끌어들여왔다. 인간의
전통적인 사고가치는 물질과 육체로 대체됨으로써 도덕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다. 인간이 세상의 새 주인이 되었으나, 하고 싶
은 것만 제멋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이다.50)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후쿠야마의 비판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도덕
적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채 ‘인간 이하의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김주연의 비판은 ‘본능적 욕망에 사로잡힘’과 함
께 ‘멋대로 자유’를 문제 삼은 것이었다. ‘멋대로 자유(exousia)’51)는 곧 ‘도
덕적 자율성’이 결핍된 삶의 양상인바, 근대 이후 인간은 이성을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이성의 규범적 기능(실천적 이성)을 외면하여 ‘멋대
로 자유’를 조장함으로써 결국 ‘도덕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와 인권의 기치 아래 빚어지는 각종 도덕적 붕괴 현상은 우
리가 나날이 목격하는 바이므로,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서구 근대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인문주
의’를 표방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람다움’에 대한 규명을 소홀히
함으로써,52) 한편으로는 ‘권리의 초보편화’ 현상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
50) 김주연, 사라진 낭만의 아이러니(서강대출판부, 2013), p.198.
51) ‘멋대로 자유’에 대해서는 서병훈, 자유의 미학 : 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
(나남, 2000), 제5장 <민주적 자유 또는 멋대로 자유> 참조. 서병훈에 의하
면, 아테네인들이 향유한 ‘민주적 자유’는 가치의 객관성을 부정함으로써
‘멋대로 자유(exousia)’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플라톤은 ‘민주적 자유’를
배척하고 ‘객관적 가치의 척도(idea)’에 기초한 ‘참된 자유’를 추구한 것이다.
52) 사실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자들부터 ‘인문주의’를 제창하면서도 때때로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발휘하는 삶’에서 벗어나 ‘본능적 욕구의 자유로운
충족’을 옹호하는 길로 빗나가곤 했다. 당시의 대표적 인문주의자로 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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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멋대로 자유’를 조장한 것이다. 이는 사실 전혀 인문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간재의 ‘性師心弟說’이 지니는 인문학적 의의
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다움’이란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함’을 뜻
한다. 간재는 ‘性師’라 하여 ‘본성’이 ‘가치의 표준’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간재의 목표는 ‘본성대로 사는 것’이었다. 유학에서는 분명 ‘率性之謂道’
라 했거니와, 그렇다면 ‘본성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인 것이
다.
둘째, ‘사람다움’이란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사람다운 삶’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 규범을 무시한 채 자유만 표방하면 ‘짐승같은
삶’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자는 “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禮가
아니면 듣지 말며,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禮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
라.”고 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간재도 “사람에게는 다만 하나의 天
理가 있다. 이것을 밝히고 기르지 못한다면 다만 하나의 事物로서, 다른
여러 무리들과 구별이 없게 된다.”53)고 경계했다.
요컨대 ‘사람됨의 표준’인 ‘본성’을 스승으로 삼아야 인문의 내용이 밝
혀지는 것이며, ‘실천의 주체’인 ‘마음’을 성찰하고 검속해야 인문의 내용
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재는 “본체를 말하면 ‘性
善’ 두 글자일 뿐이며, 공부를 말하면 ‘心敬’ 하나의 일일 뿐이다.”54)라고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의 데카메론(Decameron)이나 에라
스무스(Desiderius Erasmus Roterodamus, 1466?~1536)의 愚神禮讚 등에서 이
러한 사례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 두 권의 책은 ‘음담패설집’이라 할 수 있
을 정도로 태반이 음탕한 이야기들이며, ‘자유연애’ 특히 온갖 ‘不倫’을 美化
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익, 본성과 본능 : 쌍개
념들의 탐구(심산, 2017), pp.472-478 참조).
53)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頁41, <㤓言> : 人只有一箇天理 不能明而養之 只
是一物 與庶類無別
54) 田愚, 艮齋集 前編 卷12 頁88, <㤓言> : 語本體 則性善二字而已 語功夫
則心敬一事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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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性師心弟說’과 함께 ‘持敬’을 학문의 본령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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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ucian Humanism and Ganjae’s Thoughts / Lee, Sang-ik
As we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o inquire the meaning of humanity
nowadays, it incurs the ‘hyper-universalization’ of rights, on the one hand, the
unrestrained license has been encouraged on the other. This phenomenon,
actually, cannot be humane at all. Ganjae’s thoughts are significant at this point
for two reasons.
Firstly, humanity refers to ‘fulfilling the humane nature.’ As he spoke of ‘the
leadership of nature,’ he hereby emphasized that human nature should be the
standard of values. What Gangae attempted to achieve was ‘the way to follow
the nature.’ According to the core Confucian tenet, ‘the [True] Way should be to
follow the nature,’ and only this can be the ‘humane way’ of life.
Secondly, ‘libertine lives’ are often considered ‘humane lives’ recently. Yet,
when this license is solely advocated, it would lead us to a life full of animal
instincts. In this context, Gangae warned that if we failed to fulfill the heavenly
bestowed nature, it could hardly be distinguished between humane life and the
other else ways of life.
To sum up, unless we follow the standard of humane way, which is human
nature, we could not reveal the contents of the humanities. Furthermore, without
reflecting on the mind that is the subject of our practice, we cannot fulfill the
contents of the humanities.
Key Words: humanism, the humanities, humane nature, the mind, the notion
of ‘nature-teacher and mind-disciple’(性師心弟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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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性合一的
修養論*

이 형 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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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抄錄
敬窩 嚴命涉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해인 1906년에 태어나 새천년을 향
하는 초기까지 전주에서 강학활동, 그리고 향촌 곡성에서 유학의 부흥과 보급
에 노력하다가 2002년 향년 98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였다. 본 논문은 그의

修道的 삶과 경전해석, 性師心弟說 계승과 본성과 마음의 합일적 수양론을 다
루었다.
그의 수도적 삶은 뜻을 세워 책을 읽으면서도 공명심과 이욕보다는 성인을
목표로 전통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전에
대한 근원적 탐구가 없으면 학문의 방법이나 올바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 이 논문은 2019년 12월 20일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개최한 2019 문헌세가
학술대회(주제: 근현대기 호남 유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에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 논문투고일: 2021.04.26 / 심사개시일: 2021.05.17 / 게재확정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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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는 유교 경전을 탐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공자의 述而不作의 정신이
깃든 것이었다. 성리설과 수양설은 전우의 ‘성사심제설’을 전개하면서 그 본성
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심도 있게 밝혔다. 艮齋 田愚의 영향과 그의 철학적 고
뇌로 언표한 性天心地說은 주역의 “天尊地卑”를 적용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性心合一体”의 모색은 인간의 도적적 본질이 몸을 주재하는 마음과 하나
가 되어 지극히 실현하려는 의식이었다.
주제어 : 엄명섭, 전우, 性, 心, 性師心弟說, 性天心地說, 性心合一体.

Ⅰ. 들어가는 말
19세기 중기부터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이권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동양으로 진출하였다. 조선은 열강들의 침략으로 내우외환을 겪게 되자
쇄국정책을 펼치며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정치 ․ 사회 ․ 문화
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조선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특
히 일본의 內鮮一體를 꾀하는 숨은 침략 정책을 조선은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였다. 재야의 유학자들은 이를 직시하고 서구문명의 도전에 대해
서는 ‘斥邪衛正’으로, 일제의 강점에 대해서는 ‘國基守護’로 대처하였으
나, 그 힘은 미약하여 결국 亡國의 길로 나아갔다. 국가가 일본에 병합
되었어도, 20세기 초 적지 않은 유학자들은 교육을 통한 유학의 부흥과
그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근 학계의 근현대 유학 연구가 진행되
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여 그 폭넓은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修養을 다루었다.1) 엄

1) 敬窩 嚴命涉에 대한 최초 연구논문은 이은혁의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思想｣
(艮齋學論叢 제23집, 간재학회, 2017)이다. 주요 내용은 “生涯와 學問의 연
원”, “反求와 知行合一의 修身”, “忠信篤敬의 실천”, “自戒와 敎學의 실천”,
“艮齋思想의 이해와 전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性合一的 修養論 187

명섭은 전남 谷城郡 立面 金山里에서 1906년에 태어났다. 본관은 靈越
(柰城)이고, 호적명은 受東, 자는 性率, 호는 壺山 ․ 敬窩, 韓末遺民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溥로 개명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조부 嚴日令과 부친 嚴
鑄容(1871~1941)의 忠信篤敬에 힘입어, 향리의 小松 晉瑩奉에게 소학
과 통감을 익히고, 栗菴 李起林에게 맹자 등을 배우며 학문적 立志
를 세웠다. 그 뒤에 艮齋 田愚(1841~1922)2)의 학통을 이은 두 문인, 竹師
張柄晦(1871~1941)와 欽齋 崔秉心(1874~1957)에게 나아가 好學熱을 발휘
하였다.
장병회는 곡성 長善里에 태어나 26세 때 학문을 뜻을 두고 남원의 農
山 申得求(1850~1900)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다. 신득구는 孤山 任憲晦
(1811~1876)의 학통을 이은 학자로, 쇠잔해지는 국력을 차마 볼 수 없어
자결하였다.3) 장병회는 31세 때 전우에게 대학을 익힌 뒤에 큰 깨달음
을 얻었다. 1910년 강제병합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였다. 특히 일인들이
실시하는 호적 거부로 큰 고통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따르지 않자, 일인
헌병까지 죽이려 하다가 살려주니, 스승 전우는 대한 제일의 의로운 선
비라 일컬으니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였다.4) 최병심은 靑下 李炳宇에게
배우고 24세 때 충청도 泰安에서 강학하던 전우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
힌 후, 전주 향교 중심으로 유학사상을 진흥시키며 日人에 항거하였다.5)
장병회와 최병심 두 학인은 艮齋學派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유학사
상을 크게 고취시켰다.

2) 田愚는 栗谷 李珥(1536∼1584)에서 宋時烈(1607∼1689)과 金昌協(1651∼1708)
을 거쳐 任憲晦(1811∼1876)로 이르는 畿湖學派의 주요 학통을 계승하며 전
구의 수많은 제자를 훈도하였다. 당시 心을 理로 간주하는 성리사상에 맞서
기 위해 ‘性師心弟說’과 ‘性尊心卑說’ 등의 학설을 제기하였다.
3) 송준오 ․ 송만호 편, 農山 申得求의 天說 ․ 天人辨(도서출판 선명, 2007) 참조.
4) 호남한문학연구소,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경인문화사, 2007),
p.423 참조.
5) 이형성, ｢欽齋 崔秉心의 性理思想｣, 艮齋學論叢 (간재학회, 2012) 제13집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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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섭은 庭訓에 힘입어 강직하고 온화한 성품을 배양하며 유교적 규
범을 실천하다가, 20대 무렵 장병회에게 詩書를 배웠다. 당시 스승은 중
용 수장 “率性之謂”의 “率性”을 字로 지어주었으니, 순선한 본성 발현
을 통해 학문이 일취월장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광복 이후, 41세 때
전주에서 강학하던 최병심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는데, 당시 최병심은
논어의 “篤信好學 守死善道”6)로 이끌었다. 스승이 죽기 전까지 지근
에서 艮齋學을 통해 유학의 이념을 지키며 도덕적 수양과 그 인격을 연
마하여 자기실현에 힘쓰는 爲己之學으로 나아갔다. 특히 일본의 가혹한
탄압 시기에는 적극적 투쟁보다는 유교적 실천과 이념 배양에 노력하였
고, 광복 이후로부터 2003년 향년 98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기 전까
지는 전통적 유교교육과 경전언해에 힘쓰며 유교적 사상과 문화를 재건
하는데 모든 삶을 바쳤다.7)
그 동안 우리 학계의 연구는 조선시대 유학자나 내우외환의 시기에
활약한 애국계몽주의 학자들에 치중하였다. 이는 한국학 연구에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선현들의 정신적 유산인 문집을
영인하게 되었으니, 그 대표적 총서 韓國文集叢刊과 韓國歷代文集叢
書이다. 덧붙여 각 지자체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중에서의
선조 문집 발행은 지역의 문화와 사상 이해뿐만 아니라 한 집안 家學의
양상도 엿볼 수 있는 토대를 주었다.
따라서 본고는 곡성과 전주에서 활약한 엄명섭의 수도적 삶과 경전해
석, 性師心弟說 계승과 마음 수양을 다루었다.8)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유교사상 발현과 계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6) 論語 卷8 ｢泰伯｣ <第13章> 참조.
7) 엄명섭의 “생애와 학문의 연원”은 이은혁의 논문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思
想｣ 참조.
8) 연구의 일차자료는 2005년 光明文化史에서 발행한 敬窩私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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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立志讀書와 學聖
엄명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삶을 영위하였다. 일본
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짓밟는 기간, 엄명섭은 먼저 庭訓에 따라
修身 공부에 힘썼다. 14세 때 인근 진형봉 선생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
는데, 학문을 위한 도서가 없음을 늘 아쉬워했다. 아들을 위한 부친(엄주
용)의 四書三經 구입은 엄명섭의 학문이 일취월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람이 어디에 뜻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인격이 결정된
다. 공자는 仁에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고 하였는데,9) ‘인’을 향하는 원
초적 지점이 바로 孝弟의 도리이다. 효제의 도리를 배워 실현 여부에 따
라 차별이 있다. 사람이 동물 다른 것은 바로 배움이 있기 때문인데, 배
우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10) 사람이 배우지 않
으면 금수와 같은 무리가 되기에 뜻을 세워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의
도는 미래 자신이 해야 할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독실하게 행하여11) 자
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12) 엄명섭에 의하면, 뜻을 세우고 학문
을 완성함에 있어 小學 ｢敬身｣ 편을 중시하였다. 때문에 학문을 이루
고 자기를 완성하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13) 널리
배우고 뜻을 세워 독실하게 하는 것은 仁의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다.14)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할 것이다.
엄명섭은 1925년 약관의 나이에 스승 진형봉에 서한을 보내 독서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 論語 卷4 ｢里仁｣ <第4章> 참조.
10) 敬窩私稿(上) 書 ｢與張殷植｣, p.354.
11) 敬窩私稿(上) 書 ｢與裴炳稙(己丑)｣, p.365.
12) 敬窩私稿(上) 書 ｢與沈潤植(丙戌)｣, p.328.
13) 敬窩私稿(上) 書 ｢寄子栽武(丙戌五念三)｣, p.408.
14) 論語 卷19 ｢子張｣ <第6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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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옛 성현이 마음 쓴 자취를 구하되 힘을 다하고 종사하여 이회하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자기 자신을 위함이 하늘에 근본하는 학
문이라고 여기고 博約克復의 공부를 좇아가면 장차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하
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독실하게 믿고 죽음으로 지켜서(篤信守死) 탐구하고
종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윽이 생각하건대, 요임금과 순임금은 精一執中
의 큰 성스러움으로써도 백성들이 친근하지 않을까 근심하여 인륜을 가르쳤
는 데 그 도는 마침내 孝弟일 따름이다.15)

엄명섭에 의하면, 독서하기 이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조용히 앉
아 오로지 하나의 일에만 힘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6) 이러한
마음상태가 된 이후에 독서하는데, ‘옛 성현이 마음 쓴 자취를 구하는
것’은 성현의 행의를 법도로 삼아 사물과 자연을 이해하고 사회와 인간
의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博約克復”의 공부를
보자. 먼저 ‘博約’은 성현의 글에서 널리 배우고 배운 지식을 禮로써 요약
하는 것이다.17) ‘克復’은 “克己復禮”18)의 줄임말로, ‘극기’는 자기의 사사
로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복례’는 예에 돌아가는 것이다. 주자학에 의하
면, ‘예’는 仁義禮智의 “禮”로 보면 본성을 의미하고, 하늘의 이치가 현실
에 적용되는 예법으로 보면 天理의 節文이다.19) 여기서 ‘節’은 등급이고
‘文’은 곧이곧대로 하지 않고 안곡하게 하는 모양이다.20) 절문이란 현실
에서 익혀야 할 經禮三百과 曲禮三千에 해당할 것이다. 때문에 복례 공
부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적에 모든 행의가 경례삼백과 곡례삼천
에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예로 요약하여 천리로 향하는 것이다. 그것
15) 敬窩私稿(上) 書 ｢上小松晉先生(瑩奉字中立◌乙丑)｣, p.266.
16) 敬窩私稿(上) 書 ｢與張殷植(乙酉)｣, p.352. “靜坐讀書.”
舜山日記 <庚寅三月三日>, “專心讀書. 幸矣悅矣.”
17) 論語 卷6 ｢雍也｣ <第25章> 참조.
18) 論語 卷12 ｢顔淵｣ <第1章> 참조.
19) 朱熹는 ｢學而｣ <第12章> “禮之用”의 “禮”에 대해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
之儀則也”라고 하였고, ｢顔淵｣ <第1章> “克己復禮”의 “禮”에 대해 “禮者,
天理之節文也”로만 규정하였다.
20) 論語集註 卷1 ｢學而｣ <第12章 ․ 小註>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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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리라면 독실하게 믿고 죽음으로 지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인데, 이들이 실현한 효제의 도리를
독서가 지향해야 할 기본 내용으로 삼았다. 엄명섭에 의하면, 모든 사람
은 성인과 같이 행의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본래 요임금 ․ 순임금과 모두 같고 마음(方寸) 가운
데 구비되었다. 독서는 장차 이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배워 다하고자 할 따름
이다. 그러나 그 배우는 것은 점진이 있고 도리가 있으니, 뜻을 세워 도리를
배우는 것은 먼저 예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몸을 검약하는 것이다. 예컨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남녀가 집에 거처하는 것과 같은 종류이니, 그 인욕
의 사사로움을 깎아내고 그 천리의 공정함을 보존하면 마음의 지각과 온 몸
이 명령을 듣지 않음이 없어 행동거지와 말소리, 威儀와 動作이 모두 그것에
연유하여 올바름을 따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야, 배움이 넓어지고 예가 요
약되어 행동이 닦여지고 덕이 확립되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 이후 그것으로
오륜을 돈독하게 하면 오륜이 펼쳐질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 만물을 밝히면
여러 만물이 알맞을 것이며, 그것을 천하와 만국에 조치하면 다스려지고 평화
롭게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천지와 만물에 참여시키면 <천지가>
제자리잡고 <만물이> 육성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 배움이 그 진실함을 얻고
본성이 그 근본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21)

유학의 심성론에 의하면, 인간의 순선한 본성은 누구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순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일반 사람도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면 성인과 같다. 하지만 본성은 1차적으로 마음이 감싸고 있고 2
차적으로 몸이 가리고 있어, 그 순선한 본성은 발현되기가 쉽지 않다.
일반 사람은 더욱 그렇다. ‘뜻을 세워 도리를 배우는 것은 먼저 예법으
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몸을 검약하는 것’이란 바로 행동하는데 마음을
열고 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22)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면
21) 敬窩私稿(上) 書 ｢與沈潤植(丙戌)｣, p.328.
22) 敬窩私稿(上) 書 ｢與金鈺斗(乙未)｣,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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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욕의 사사로움은 사라지고 천리의 공정함이 보존되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마다 올바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올바름을 얻는 과정이란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엄명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富를 이루려는 자는 반드시 그 근면과 노동의 힘을 백 배 해야 한다. 독
서하여 성공하기에 이를 적에도 유독 그러함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이미 남이 한 번에 하면 자신은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에 하면 자신은 천 번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고, 이어서 “과연 이러한 도에 능하면 비록 어리석으나
반드시 밝아지고 비록 유약하나 반드시 강성해진다”라고 하였으니,23) 그 반드
시 이러한 이치가 있음을 밝히고 말하였다. 가사 배우는 자가 독실하게 믿고
힘을 써서 미치기를 바라지만 조금이라도 핑계대며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
도록 해서는 안된다. 뜻을 세워 독서하는 자가 어찌 정성스럽게 가슴속에 간
직하지 않겠는가?24)

이는 뜻을 세워 독서하려는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한 정성이
가슴에 충만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성현이 언표한 ‘남이 한 번
에 하면 자신은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에 하면 자신은 천 번 한다’는 것
을 인용한 것은 엄명섭 역시 중용의 사상을 통해 애써서 알고 힘써서
실천하는 용맹정진의 정신25)을 배양하면서 학인들에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를 권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어리석은 사
람도 현명해지고 나약한 사람도 강성해지기 때문이다. 즉 선을 선택하여
굳건하게 간직함으로써 기질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일 것
이다. 누구나 기질변화가 가능한 것은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을 기약하는 공부와 그 노력이 없다면 가능하겠는가? 엄명섭은 “뜻
을 세워 독서하는 것은 반드시 성인으로써 스스로 기약하되 나의 앎과
행동을 다하여 내 본성의 선함을 회복하는 것이니, 이러한 학문은 참으
23) 中庸章句 ｢第20章｣ 참조.
24) 敬窩私稿(上) 書 ｢與鄭聖孝(丁亥)｣, p.339.
25) 中庸章句 ｢第20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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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향하는 표준이 있고 한결같이 돌아가 머물며 함께 거처하기를 구
하는 일이다”26)라고 하였다. 성인을 기약할 적에 나의 참다운 앎과 실천
적 행동 즉 眞知實踐이 있어야 본성을 회복시켜 기질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뜻을 세우고 책을 읽어 구하는 것은 바로 성인이 알고 실천한
참된 도이다.27) 때문에 학문에 뜻을 세우는 것은 성인에 이르기를 기약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28) 성인을 향하는 좋은 독서야말로 미래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29)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뜻을 세워 성인을 배우고 늘 스스로 분발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공부를
이루어 본성을 온전하게 하는 活法이 되는 것이다.30)

성인을 목표로 향하는 끊임없는 노력은 성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신의 선한 본성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의 ‘활법’은 바로 모든 것에 활
용할 수 있는 법도이다.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은 근면으로 말미암아 이
룰 수 있는데, 독서로 성공하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백 배 더 근면한
뒤에야 그 거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노력하지 않겠는가”31)
라고 하고, 나아가 “천하의 선은 독서보다 먼저 할 것이 없고 천하의 불
선은 독서하지 않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독서 속에는 본래 천
하의 무궁한 큰 복이 있다”32)라고 하였다. 이는 성공을 보장하고 본성을
온전하도록 하는 독서가 천하의 무궁한 복이 되기에 누구나 독서를 향
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엄명섭은 독서를 통해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

26)
27)
28)
29)
30)
31)
32)

敬窩私稿(上) 書 ｢與李卜宰(乙未)｣, p.393.
敬窩私稿(上) 書 ｢上小松晉先生(瑩奉字中立◌乙丑)｣, p.266.
敬窩私稿(上) 書 ｢與崔萬植(乙酉)｣, p.337.
舜山日記 <辛卯九月一日>, “善率讀書, 則必有異日餘慶云.”
敬窩私稿(上) 書 ｢寄姪栽文(戊子)｣, p.405.
敬窩私稿(上) 書 ｢與許炯(一名泳大○乙酉)｣, p.343∼344.
敬窩私稿(上) 書 ｢與張殷植(乙酉)｣,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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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달리 강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 不惑의 시기 그는 “世道가
없어지고 仁義가 막혀 백성들은 정해진 뜻이 없어 독서가 귀한 줄도 알
지 못한다. 장차 그 독서하려는 자들은 유교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힘쓰
는 실질적 도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왕왕 그 淺近한 공명과 이욕만 그
저 탐한다”33)라고 하여, 참된 독서를 모르고 공명심과 이욕을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하였다. 성인을 목표로 하는 그의 독서 강조는 입신양명보다
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전통을 계승하면서 유학적 지혜를 현실에 활
용하여 새로운 학구열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Ⅲ. 守道志向의 編書著述
學問이란 “배우고 물음”으로써 참다운 道에 나아가는 것이다. 도에 나
아갈 뜻을 세워 독서하며 성인을 기약하는 것은 求道의 공부라 할 수
있다. 도를 지향하는 실질적 내용은 바로 인간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
는 경향이다. 인간이 지켜야 할 일종의 가치기준 또는 규범과 같은 것이
다. 공자와 맹자로부터 성리학에 이르는 도의 기준은 여기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때문에 도가에서 지향하는 우주만유의 본체이면서 형상이
없는 존재로서의 도와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공맹유학이나 주자학에서
본체로서의 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유학자들은 윤리적 측면의 도에 중
점을 둔 공자의 가르침을 학문의 근본으로 여겼다.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夏 ․ 殷 ․ 周 삼대의 문화와 성현의 가르침이 깃든
서적을 정리하여 편찬하였으니, 그 책이 五經, 즉 다섯 경전인 시경 ․
서경 ․ 주역 ․ 예기 ․ 춘추이다. 그는 창작이 아니고 체계화하였다
하여 述而不作으로 언표하였다. 그의 편찬은 유학이 독존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또한 그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는 오랜 기간 동안 유학자들의
33) 敬窩私稿(上) 書 ｢與朴舜圭(丁亥)｣,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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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이 부흥하면서 맹자가
매우 중시되었다. 그와 아울러 朱熹(1130~1200)는 예기에 속한 ｢대학｣
과 ｢중용｣ 두 편이 유학의 근본적 개론이 된다고 하여 章句를 새롭게
만들고 주석하여 논어 ․ 맹자 ․ 대학 ․ 중용을 四書라 부르고, 이
사서야말로 師弟傳授의 道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사
서와 오경은 유교적 도를 구하는 방법과 체계를 구축한 경전이 되어 사
상의 큰 흐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구축된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經學이다. 경전 가운데 사서는 修己治人의 경향이 강하다. 六經은 본성
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책으로 전자의 내용은 본체이고 후자의
내용은 응용이나 큰 본체가 확립된 뒤에 큰 응용이 행해지는 서책으로
간주되었다.34)
엄명섭은 향리에서 학문을 닦을 무렵인 15세(1920년) 때 七書를 구비
하면서 큰 포부를 갖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일찍이 소학 공부를 통해
실천을 배양하였다면 맹자 공부는 주자학의 본령에 접하는 계기가 되
었을 것이다. 이후 敎學相長을 위해 21세(1926년) 때 고향 금산마을에 서
당을 마련하여 학동들을 가르치다가, 장병회를 통해 전우의 사상을 접하
였다. 36세(1941년) 때 스승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홀로 학문에 매진하면서
여러 학인들과 교류하였다. 40세(1945년) 때 어느 학인에게 보내는 서한
에서 성인의 가르침과 말을 오로지 지향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의 책은 우주에 가득하고, 천하의 도도 우주에 가득하다. 그 사이에서
사람이 마땅히 읽어야 할 책은 어찌 聖經賢傳의 지극한 글이 아니겠는가? 반
드시 구할 도는 어찌 性命과 仁義의 지극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대개 우리 인
의의 본성은 하늘에 근원하여 나와서 혼연하고 지극히 선하여 하나의 이치를

34) 六經圖 ｢六經圖序｣ 참조.【참고】六經圖는 청나라 때 鄭之僑(1707∼
1784, 字는 茂雲, 호는 東里)가 지은 서책이다. 六經圖, 述堂藏板, 乾隆 8
年(174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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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않음이 없고 하나의 사물도 갖추지 않음이 없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의와 강상 윤리의 아름다운 덕은 여기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으
니, 본성과 마음이 직책을 나눈 속이다. 우뚝하신 저 성인은 먼저 이를 깨달
아 말을 세우고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가르침과 말도 天理와 儀則의 節文과
度數가 아닌 것이 없으니, 한 가지라도 버려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무
릇 천하의 이치가 어찌 여기에 더함이 있겠는가?35)

이에 의하면, 천하의 책과 도는 우주에 가득하여도 사람들은 성인과
현인의 지극한 경전의 글을 통해 인의의 본성을 발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지만 성인처럼 말을 세우고 책을 저술하려는 마음가짐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큰 뜻을 가지고서 41세(1946년) 때 전주
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우의 고족 문인 최병심을 찾아가 학문을 닦는다.
스승에게 왕래하면서도 고향 인근에 藥川塾을 세워 후학을 훈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최병심의 영향을 받아 “진실로 뜻을 세워 五書와 五經의
글을 정밀하게 읽어 그 이치를 모조리 알고 그 도를 죄다 행할 수 있다
면 천하의 앎과 행동이 바르게 될 것이고 천하의 앎과 행동이 다하게
될 것이다. 뜻이 있어 도를 배우는 자가 알기를 구하고 행하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36)라고 언급한 바, 이는 정밀한 독서에 의한 앎과 행
동이 주자학적 先知後行의 양상을 띠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앎과 행동이
바르게 되고 그와 아울러 완성되기를 희구하는 知行合一의 양상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8세 때 고향 집에 金山書舍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후학을
지도할 때마다 후학들이 지켜야 할 規約과 學規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쳤다.37) 周甲이 되는 1966년(병오)부터는 독서하며 의문난 점을 기록
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책이 讀書記疑이다. ‘記疑’란 저술형식은 책을
읽으며 의문점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난 점을 스승에
35) 敬窩私稿(上) 書 ｢答呂大運(乙酉)｣, p.343.
36) 敬窩私稿(上) 書 ｢與金鈺斗(乙未)｣, p.389.
37) 敬窩私稿(下) 雜著 ｢金山書舍規約(癸卯二月日)｣, p.507~5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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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직접 물어 답을 요하는 바도 있으니, 朱子書節要記疑가 그 책이다.
이 책은 조선 중기 退溪 李滉(1501~1570)이 편찬한 주자서절 요 가운
데 난해한 구절을 그의 문인 李德弘(1541~1596)이 질의하고 이황이 답한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러한 저술형식에 의거하여 여러 학자들이
경전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우도 81세에 大學記疑와 中庸
記疑를 짓기도 하였다. 엄명섭은 전우의 영향 속에서 지식을 주체적으
로 체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비판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이러한 학적 태도를 견지하며 여러 서책을 編述하기
에 이르렀다.
일찍이 고향 곡성에서 가르쳤던 엄명섭은 학동들에 맞는 서책을 가르
쳤다. 1977년 전주로 이거하여 강학이 이어졌지만, 학동들이 보는 서책
들은 규모가 각각 다르고 서차도 맞지 않으며 조리가 관통하지 않아 뒤
섞이고 산만하였다. 그리하여 그 책들을 일일이 정리하여 童蒙讀本
(1979년)을 만들었는데 국문으로 해석까지 가하여 배우기 쉽고 文理가
난해하지 않도록 하였다.38) 엄명섭의 치밀한 교수법에 많은 학동들뿐만
아니라 경서를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이 찾아들자, 조선시대 학문의 근간
을 이룬 四書三經과 小學集註를 10여 년 동안 자필로 언해하여 1989년
5월에 마무리하였다. 그 언해 분량은 총 35책이다. 당시 벗들이 복사하
여 보고자 하였으나, 그는 “해석한 말이 경전의 意義에 부합되지 않아
후학을 잘못 가르치고 斯文에 累가 염려스러웠다”라고 하여39)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복사를 허여한 듯하다. 엄명섭이 여러 서책에 대한 편술시
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8) 童蒙讀本 ｢童蒙讀本諺解序｣ 참조. 童蒙讀本은 註解千字文, 朝鮮歷
史千字文, 四字小學, 聚句, 萬物集, 學語集, 童蒙先習, 東國歷
代帝王傳授統圖 등을 합본한 것이다. 이 책은 1989년 재교열하고 用藥例
를 추가하여 학민문화사에서 1992년 영인 발행하였다.
39) 이는 언해본 앞에 간략하게 쓴 서문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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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독서기의
동몽독본
논어집주언해
시전언해
서전언해
맹자집주언해
주역전의언해
명심보감
소학집주언해
용학장구언해
격몽요결
시경(독서기의)
서경(독서기의)
주역(독서기의)

편술시기
시작
종료
1966년(丙午) 3월 14일
?
?
1979년(己未) 9월 20일40)
?
1979년(己未) 12월 20일
?
1980년(庚申) 10월 15일
1980년(庚申) 10월 21일 1981년(辛酉) 9월 3일
?
1984년(甲子) 2월 4일
1982년(壬戌) 2월 21일 1984년(甲子) 6월 17일
1984년(甲子) 12월 14일 동월 21일
1986년(丙寅) 5월 26일 동년 11월 동짓날(至日)
?
1989년(己巳) 5월 ?일
1990년(庚午) 1월 23일 동년 2월 25일41)
1991년(辛未) 6월 15일 1992년(壬申) 5월 2일
1992년(壬申) 5월 4일
1993년(癸酉) 5월 10일
1993년(癸酉) 11월 17
1994년(甲戌) 6월 3일43)
일42)
1993년(癸酉) 5월 10일 1993년(癸酉) 7월 3일
?
1993년(癸酉) 8월 14일

대학(독서기의)
중용(독서기의)
격몽요결장구석의
?
1993년(癸酉) 11월 15일44)
(독서기의)
논어(독서기의) 1994년(甲戌) 6월 13일 1995년(乙亥) 6월 7일
맹자(독서기의) 1995년(乙亥) 6월 22일45) 1996년(丙子) 5월 30일46)

비고

1책
1책
2책

1책
2책
2책

위의 편술 서책을 보면, 전주에 寓居한 이후 노년기에 이루어졌다. 가
장 먼저 동몽독본을 편술한 것은 21세 때부터 몸소 가르치며 느낀 결
과물이나,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동몽 교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지
40)
41)
42)
43)

동몽독본은 1989년 3월 10일에 책 표지를 단장하였다.
격몽요결은 동년 7월 25일에 책 표지를 단장하였다.
이는 주역상경을 시작한 시기이나, 그 마친 시기는 1994년 6월 3일이다.
이는 주역하경과 ｢繫辭傳(上 · 下)｣ ․ ｢說卦傳｣ ․ ｢序卦傳｣ ․ ｢雜卦傳｣까지 마
친 시기이다. 그 주역하경을 마친 시기는 1994년 5월 22일이다.
44) 이는 격몽요결 부록으로 있는 재의초까지 마친 시기이다.
45) 이는 맹자를 시작한 시기이나, 그 ｢梁惠王｣에서 ｢離婁｣까지 마친 시기가
동년 10월 7일이다.
46) 이는 맹자를 마친 시기이나, 그 ｢萬章｣에서 ｢盡心｣을 시작한 시기는 동
년 11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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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키기 위함이라 하겠다. 또 1910년 이후 문맹퇴치운동은 일제의 식민
지 교육에 맞서 한글[국문]을 보급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자연 전통문화유산이 깃든 한문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복 이
후, 산업발전에 맞춘 교육을 시도하다보니 어려운 한문공부보다는 한글
을 우선시하는 교육정책이 펼쳐졌다. 엄명섭이 예기와 춘추를 제외
한 사서삼경과 소학집주에 천착하여 언해한 것은 한문을 쉽게 읽고
접하여 그 이면의 유학사상과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여러 경서 언해와 이를 기초한 강학활동은
당시 산업발전을 도모하면서 부족한 국학연구에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그는 경서를 언해하면서 이이의 격몽요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
졌다. 그리하여 그 책의 장구마다 釋義를 붙여 1990년 擊蒙要訣章句釋
義를 지었다. 이이 이후 이 책의 장구마다 주석하여 성리학적 또는 문
자학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그의 학적 태도는 기호학파 학인들 가
운데 첫 시도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격몽요 결은 덕행과 지식을 함
양하여 도학의 입문서이자 성리학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는 여
러 차례 교열하여 1993년에 출간하였다. 이 책의 서문(1994년)을 지은 宋
廷憲(1913~1995)은 격몽요결의 핵심에 나아가 해석하였기에 이해하고
깨닫기 쉬워 그 眞體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옛 경전과 도를 회복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47) 더욱이 엄명섭의 치밀한 석의는 주희가
여러 경전을 주석한 것에 견줄 정도였으니 율곡학과 기호학을 이해하는
데 그 요령이 있었을 것이다.48) 그가 주희의 장구 형식을 활용하여 격
몽요결의 뜻을 치밀하게 해석한 것은 현대인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함
양하여 도학군자가 되기를 희구한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학문이란 그 원류를 考究하지 않는다면 고금의 변화를
알 수가 없고, 그 득실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入門의 방도를 잃게 되는
47) 擊蒙要訣章句釋義 ｢擊蒙要訣章句釋義跋｣ 참조. 이 발문은 韓東錫이나,
그 인적사항은 알 수 없다.
48) 擊蒙要訣章句釋義 ｢擊蒙要訣章句釋義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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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9) 한말유민이라 자칭한 엄명섭은 평생 선비로서 해야 硏學을 끊
임없이 진행하면서 후학 훈도에 노력하고 또한 유학의 본령인 도를 지
키고 계승하는 데 진력하였다. 선비가 연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참다
운 선비가 아니라는 의식이 마음 깊숙이 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31년
동안 사서삼경과 소학집주를 치밀하게 언해한 사서삼경집주언해와
소학집주언해 총 35책, 그리고 의문난 점을 꼼꼼하게 기록한 독서기
의 9책은 유학의 敎學的 탐구의 밑거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교학적 탐구는 공자의 述而不作의 정신이 깃들고, 외세에 밀려 멀어지는
유교적 문화와 사상에 대한 우환의식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특히 경전에 대한 그의 언해 노력은 현대적 관점에서 한국경학을 연구
하는 하나의 초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性師心弟說 繼承과 心性合一
주자학에서 리는 태극을 의미하는 形而上의 존재로 모든 사물을 낳는
근본이고, 기는 음양과 오행까지 포함하는 形而下의 존재로 모든 사물을
낳는 재료로 유행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명제로 모든 것
을 설명하는 체계를 리기론이라 한다. 우주와 인간의 심성 문제,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질서 등까지도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성을 살펴보
면, 본성은 리[태극]이고 마음은 기[음양]로 간주하기에 성은 무위성을 가
진 존재이고 심은 유위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두
존재는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 않기에 그 관계는 하나이면서 둘
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50)

49) 皮錫瑞 著, 李鴻鎭 譯, 中國經學史(동화출판공사, 1984), p.1.
50) 朱子語類 上, 卷5, ｢性理2 ․ 性情心意等名義｣ <砥錄>(中文出版社, 1970)
p.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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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섭은 향리에서 학문을 닦았지만, 그의 학맥은 15년 동안 장병회에
게 수학하여 전우의 학문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전우는 주자학을 탐구하
여 동시대 학자들의 성리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명제라 할 수
있는 ‘性師心弟說’을 주장하였다. 그 논지에 의하면, 마음이 본성의 존엄
성을 높이고 그 至純性을 배우며 본받아 마음의 적극적인 善意志를 발
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1) 그의 많은 문인들은 스승의 학문적 관
점을 수용하며 독실하게 믿었다. 엄명섭은 약관의 시기부터 향리에서 강
학을 전개하여 적지 않은 문인들이 있었다. 당시 전우의 ‘성사심제설’에
대한 의문을 갖는 학인들이 적지 않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1 본성은 리이니, 형체가 없고 작위가 없지만 心器 가운데 자리하며 존재한
□

다. 그 시초에는 불선이 없고 구비되지 않음이 없기에 지극히 높고 귀하니,
2 마음은
만 가지 기틀을 주재하여 본래 내 마음의 큰 선생이 되는 것이다. □

기이니, 형체가 있고 작위가 있기에 방촌 가운데서 받들며 자리한다. 그 근본
에는 또한 불선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지극히 신령하고 오묘하니,
바로 만 가지 기틀을 주재하여 본래 한 본성의 현명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3 허령하고 지극히 오묘한 마음(제자)으로서 존귀하고 지극히 선한 본
이다. □

성[스승]을 배워 조금도 어긋나거나 벗어남이 없고 조금도 잊어버리거나 함부
로 저지름이 없기에 본래 극진하지 않음이 없고 힘쓰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
을 誠과 敬이라고 이르고, 본성을 따른다고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천하
에 그 어찌 분명하지 않을 이치와 완성되지 않을 사물이 있겠는가? 聖學과 進
德의 지극한 공부는 반드시 이로부터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본성을 따
르는 공부는 사람이 성인을 배우는 도이니, 어찌 스스로 다하며 밝히지 않을
4 이것은 우리 艮翁(전우)께서 한평생 의리를 체득해서 막힘이
수 있겠는가? □

없는 지극한 가르침을 꿰뚫어 본 것이고, 또한 우리 동방 道學集大成의 본원
이 되는 것이다. 원컨대 모름지기 학문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이 뜻을 체득하여
강령을 세워 터득하고 확충하여 이룬다면, 어찌 우리 간옹[전우]께서 학문을
우려하여 하늘에 축원한 참된 뜻이 아니겠는가? 제군들이여, 힘쓸지어다!52)
51) 오종일, ｢性師心弟說의 性理學史的 意義｣, 艮齋思想硏究論叢 제1집(간재
사상연구회, 1994), p.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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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엄명섭이 40세 때 전우의 성사심제설을 설파한 것으로 편의상
네 단락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각주를 살펴보면 각 구절의 어려운 의
1 에서 언급한 본성은 형체와
미를 小註를 통해 그 함의를 밝히고 있다. □

작위가 없는 리[태극]와 같은 존재이다. 이 본성이 한 마음의 주재가 되
는 것은 이 본성의 선함이 태극의 이치이기 때문이다.53) 만 가지 선을
갖춘 본성은 마음의 만 가지 기틀을 주재하는 것이기에 마치 가정에서
2 에서 언급한 마음은 형
의 아버지와 나라에서의 임금과 같은 것이다. □

체와 작위가 있는 기와 같은 존재이다. 이 마음이 만 가지 일의 주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직분이 음양의 덕이기 때문이다.54) 즉 마음의
근본은 본래 선하고 그림쇠나 곱자 또는 먹줄과 같이 하나의 표준이 되
52) 敬窩私稿(下) 雜著 ｢性師心弟說示諸君(乙酉)｣, p.502~503. “性卽理也[在天
在物爲理, 在人在心爲性, 其實一也], 無形無爲[理是無形無爲, 而有太極之名],
而位存乎心器[兼方寸看]之中. 其始也, 無有不善[性善, 人與堯舜, 初無小異.
不惟此, 二實與天地無別], 無有不具[萬善具足, 無少虧欠], 至尊至貴, 所以主
宰萬機, 而自爲吾心之大先生也[正如雖家長國君, 必有所尊父師也]. 心卽氣也,
有形[收斂出入呼吸之間, 可驗其往來有氣迹. 若以方寸看之, 氣自爲無形之物]
有爲[出入呼吸之間, 自能奉率乎方寸之中], 而奉位乎方寸[形器]之中. 其本也,
亦無有不善[性本善, 而心亦本善. 但不奉性敬, 由而循私, 則始爲不善], 無有不
能[規矩準繩之度, 無所不中不明], 至靈至妙, 卽能主宰萬機, 而自爲一性之賢
弟子[性雖至善至貴, 又無能無爲, 故必待心尊之奉之, 然後始爲尊貴之職. 猶師
雖至聖至嚴, 又無枉己去敎, 故必待弟學之請之, 然後始盡敎授之義也. 且心不
奉性, 則其虛靈之妙, 能終自循私失正, 故必自奉尊德性, 然後循理得正, 始與
百體爲性之賢弟也. 猶弟不尊師, 則其英敏敏之才, 能終自循私敗度, 故必自恪
遵師訓, 然後始與諸子爲師之高弟也. 此理一無少異, 請讀經傳, 而博考體得
也]. 以虛靈至妙之心[弟], 學尊貴至善之性[師], 而無少違離[非性違心, 而心自
不奉, 故相離. 所謂天命, 操則存, 捨則亡, 是也] 無少遺忘, 自無不盡, 自無不
勉, 是之謂誠敬, 是之謂率性[率, 循也, 卽奉性之理, 而行之由之之謂也. 非心
自爲師, 敢提率其性之謂也.] 如此, 則天下其何有不明之理不成之物哉? 聖學
進德極工, 必自此可盡矣. 心率性之工, 人學聖之道, 豈可不自盡自明耶? 此吾
艮翁一生, 體得義理, 而通見無滯之至訓, 而亦所以爲吾東道學集大成之本源
也. 願須爲學, 必體此義, 立得綱領, 而擴充成之, 豈非奉吾艮翁憂學祝[願天生
聖]之眞意耶? 諸君乎勉之!”
53) 敬窩私稿(上) 書 ｢與裴炳稙(己丑)｣, p.365.
54) 敬窩私稿(上) 書 ｢與裴炳稙(己丑)｣,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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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지극히 신령하고 오묘한 존재이다. 그 마음이 본성을 따라 몸이 하
는 만 가지 일을 주재하는 것이기에 본성의 현명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본성을 받들지 않으면 그 허령한 오묘함이 사사로운 몸
의 기운을 따르기에 그 몸으로 하는 일이 바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
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듯이 마음이 몸의 사사로움을 주재하여 본래
1에
타고난 덕성을 따라야 마음이 몸과 함께 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
2 에서 심의 주재를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전우
서 성의 주재를 말하고 □

에게서 보이는 본성과 마음의 상호주재성을 언급하는 것이라 하겠다.55)
이는 본성이 마음을 주재하는 것은 표준적 의미이고, 마음이 본성을 발
현시키는 것은 능동적 의미이다. 엄명섭 역시 이와 유사하지만, 본성이
주재한다는 것은 ‘所以主宰’로, 표준의 의미의 주재이다. 반면 마음이 주
재한다는 것은 ‘能主宰’로 마음이 본성을 따라 몸의 행위를 주재할 수도
있고 주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부의 의미가 있다. 본성과 마음에 대한
3 은 보통사람이 성인을 배
주재의 의미를 성리학적으로 분명히 하였다. □

우듯, 허령하고 지극히 오묘한 마음(제자)이 존귀하고 지극히 선한 본성
(스승)을 따라야 함을 제시하면서, 맹자가 언급한 “잡아 두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잃어버린다”56)는 것을 이끌어 순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수
양을 언표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순선한 마음을 보존하게 한 것을 ‘誠’
4 는 전우가 한
과 ‘敬’이라 이르고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평생 의리를 체득해서 전혀 막힘이 없는 ‘성사심제설’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도학의 집대성이 되는 본원이기에 제군들이 힘써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엄명섭은 ‘성사심제설’을 발표한 이후, 20여 년 동안 철학적 고뇌로
“본성은 하늘이고 마음은 땅이니, 감히 자리를 바꿀 수 없다”57)라고 언
명하였다. ‘본성은 하늘이고 마음은 땅이다’는 性天心地說은 전우의 ‘성
55) 이상익, 기호성리학논고(심산, 2005), p.283∼347 참조.
56) 孟子 卷11 ｢告子(上)｣ <第8章> 참조.
57) 敬窩私稿(下) 雜著 ｢自警靈臺｣, p.503. “性天心地, 罔敢易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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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제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58) 하지만 이
명제는 전우의 性尊心卑說의 영향을 넘어 “天尊地卑”59)라는 주역의
우주론을 인간의 심성론에 적용시킨 것이다. 즉 인간 마음의 도덕적 선
의지의 실현으로 순선한 본성과의 일치를 모색한 것이니, 그러한 수양이
된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경지까지 이를 것이다.60) ‘천지
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경지’는 송나라 이후 주역의 천인합일의 극
치로 여겨진 것이기에61) 엄명섭의 고뇌에 찬 이 명제는 우주로서의 천
지와 인간을 대립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천인합일을 도모하
는 것이다.
성사심제설에서 보았듯이, 문제는 인간의 순선한 마음이 현실 속에서
간혹 사특함과 바름, 선과 악이 다르게 발현되어 위태롭기 쉽다는 것이
다.62) 기호학을 계승한 전우 역시 마음의 이러한 경향 때문에 마음을 理
가 아닌 氣로 간주하였다. 성리학자들의 存養省察 공부가 바로 위태롭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엄명섭이 맹자의 “잡아 두면 보존되고 놓
아 버리면 잃어버린다”는 논지를 원용한 것은 성리학에서의 마음을 보
존한다는 存心의 수양이다. 엄명섭은 존심을 위한 방법으로 ‘主一無適’의
敬 공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일무적’의 ‘경’ 공부란 논어 ｢향당｣
편에서 언급한 “식사할 적에 말하지 않고 잠잘 적에 혼잣말을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것이다.63) 이를 보면, 몸을 경건하게 하는 자세라 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58) 이은혁,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思想｣, 간재학논총 제23집(간재학회, 2017
년), p.327.
59) 周易 ｢繫辭上傳｣ ｢第1章｣(보경문화사, 1983년), p.554. “天尊地卑, 乾坤定
矣.”
60) 周易 ｢乾卦 ․ 文言傳｣ 참조.
61) 풍우(馮寓) 저, 김갑수 역, 천인관계론(신지서원, 1993), p.325.
62) 敬窩私稿(上) 書 ｢與裴炳稙(己丑)｣ p.365.
63) 敬窩私稿(上) 書 ｢答鄭海奭(壬辰)｣ p.391.

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性合一的 修養論 205
천하의 도는 오륜보다 잘 갖추어진 것이 없고, 천하의 효도는 또한 몸을 경
건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몸을 경건하게 하는 것은 천하의 대
본이면서 지극한 덕이다. 이 몸을 경건하게 하는 덕을 다하고 그것으로써 어
버이를 사랑하면 어버이를 사랑하는 仁이 다할 것이고, 그것으로써 임금을 섬
기면 임금을 섬기는 義가 다할 것이다. 부부 ․ 장유 ․ 붕우의 智 ․ 禮 ․ 信에 이르
러서도 이로부터 유추하지 않음이 없고, 천지가 제자리 잡고 만물이 육성되는
남은 일에 미쳐서도 또한 이로부터 다하지 않음이 없다. 몸을 경건하게 함이
천하의 큰 귀함으로 여기는 것이 어떻다 하겠는가? 身體髮膚를 감히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몸을 경건하게 하는 근본이고, 몸을 바르게 세우고 도를 행하
는 것은 몸을 경건하게 하는 덕이며,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 어버이를 드러나
게 하는 것은 몸을 경건하게 하는 효험이다.64)

이는 몸을 경건하게 하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효행
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건한 마음에 의한 주일무적의
‘경’ 공부가 있고 이것을 통해 존심이 되면 마음의 뜻이 진실하게 되는
‘성’이 될 뿐만 아니라 본성을 따르는 것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학
에서의 ‘경’ 공부는 또 마음을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65) 엄
명섭은 “마음을 수렴한다는 ‘收心’에는 자신을 일깨우고 각성시키는
면”66)이 있음을 상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학문을 하는 것은 도를 닦는 것인데, 도를 닦는 것은 몸을 닦는 것보
다 먼저 할 것이 없고,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수렴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마음을 수렴하는 것은 학문을 하고 도를 닦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도
를 잘 배우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수렴하는 하나의 법을 얻는다면 일마다
살피고 기미마다 살피니 천하의 이치에 대해 장차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
다.67)
64) 敬窩私稿(上) 書 ｢與從姪栽順(丁亥)｣, p.420~421.
65) 오하마 마키라 지음, 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예문서원, 1997),
p.238.
66) 敬窩私稿(上) 書 ｢與張殷植(乙酉)｣, p.338.
67) 敬窩私稿(上) 書 ｢與張殷植(乙酉)｣,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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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문을 하고 도를 닦는 가장 근저에는 마음을 수렴하는 수양이 있
다는 것이다. 마음을 수렴하는 수양이 극진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그
일의 기미를 살펴서 천하의 이치대로 알맞게 적용할 것이다. 마음을 수
렴하는 요체는 바로 ‘경’이란 한 글자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므로68) ‘경’에 의한 마음 수렴 공부는 마음이 스스로 본성을 받들어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69) 경은 마음이 본성을 따르게 하
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수렴되어 이치[본성]와
하나가 되었을 때 마음에서 발현하는 뜻은 진실하게 될 것이다. 엄명섭
은 이러한 수양을 통해 학문의 지극함을 추구하였다.
학문이란 공부는 마음을 수렴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 학문하는데
이러한 한 일이 없다면 그 학문을 할 적에 반드시 진실함이 없을 것이다. 마
음이 이미 진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다시 사물이 존재하겠는가? 마음을 수렴
하여 몸을 검속하고 몸을 검속하여 일을 성찰하면 이 ‘경’이 이미 확립되었고
이 ‘성’도 또한 드러나게 된다. 이제 이 마음을 수렴하여 얻을 줄을 안았다면
바로 마땅히 ‘경’으로써 공부를 해야 한다. 말과 일이 어긋나지 않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어긋나지 않아 이 마음이 마침내 리와 하나가 되어 잠시라도 떠나
지 않고서 이루어진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면 어찌 학문 공부의 지극함이
아니겠는가?70)

즉 마음의 수렴, 몸의 검속, 일의 성찰 등은 ‘경’이 확립되는 것이고
‘성’도 드러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진실하게 되는 ‘성’이라면 마음을
다하여 본성을 받들게 되는 것이다.71)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마음이 리와
하나가 되어 항상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게 되어 학문의 극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수양이 없는 학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엄명섭은

68)
69)
70)
71)

敬窩私稿(上)
敬窩私稿(上)
敬窩私稿(上)
敬窩私稿(上)

書
書
書
書

｢與張殷植(乙酉)｣, p.352.
｢答曺秉玉(丁亥)｣, p.349.
｢與沈熙植(丁亥)｣, p.356.
｢與曺秉玉(一名基玉○丙戌)｣,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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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학문에 힘쓰는 것을 귀함으로 여기고, 학문은 ‘성’을 보존하는
것을 위주로 삼아도, ‘성’은 ‘경’의 덕이다. 마음이 한결같은 ‘경’이라면 본
성을 받들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72)라고 하여, ‘학문’이 일종의
‘성’과 ‘경’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매개적 역할’이란 학문
하기 전에는 경건한 ‘경’ 공부를 우선시하고 ‘경’ 공부에 의한 학문이 ‘성’
을 보존하면 그 진실한 ‘성’이 현실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
한다. 때문에 학문은 ‘경’의 덕인 ‘성’을 보존하는 것이자, ‘경’은 ‘성’을 요
체로 여기는 것이다.73)
주지하다시피, 공자의 학문은 仁을 추구한다. 때문에 논어에서 “仁
에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74)라고 한 것이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이면서 사람에게 내재한 것이다.75)
‘인에 뜻을 둔다’는 것은 보편적 마음과 자신이 타고난 본성의 이치에
뜻을 두고 조금의 미진함도 없이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이다. 주희
는 “뜻을 둔다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다”라고 주석하면서 마음이 ‘인’
에 있다면 반드시 악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76) 이에 대해
엄명섭은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마음은 기가 발현한 것으로 작용이다. 본성이 없으면 마음이 없고 마
음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본성에 근본할 적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대개 본성은 리이니 깨달음도 없고 작위도 없다. 마음은 기이니
깨달음도 있고 작위도 있다. 이 본성과 마음이 합하여 일체가 되었을 적에 만
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천하의 일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다. 그 발현하는 바의
시초를 논하면 본성이라고 말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바에 연유하여 발현한 것
은 감정이 된다. 감정이 생각하는 바에 연유하여 헤아리며 비교하고 도모하며
72)
73)
74)
75)

敬窩私稿(下) 書 ｢告姪栽文及子栽武(丙戌)｣, p.491.
敬窩私稿(上) 書 ｢與姪栽式(一名在耕. 丁亥)｣, p.356.
論語 卷4 ｢里仁｣ <第4章> 참조.
오하마 마키라 지음, 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예문서원, 1997),
p.437.
76) 論語集註 卷4 ｢里仁｣ <第4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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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는 것을 의도(意)라고 한다. 의도가 헤아리며 비교하고 도모하여 그 시
비와 취사의 구분을 결정하는 것을 뜻[志]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르면 마음
은 생각하지 않음이 없고 생각은 익숙하지 않음이 없기에 일이 장차 이루어
질 것이다. 무릇 일의 성패는 뜻이 정해지고 확립되는 것에 연유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77)

위의 글은 엄명섭의 나이 83세(1988년) 때 피력한 것이다. 유학은 ‘인’
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그 마음이 ‘인’에 뜻을 두었다면 마음의 심리적
여러 단계를 거쳐 바로 본성과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이다. 즉 “본성과
마음이 합하여 일체가 되었을 적에 만물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천
하의 일을 성취시켜 주는” 경지가 바로 ‘인’이다. 엄명섭은 마음 수양에
의한 ‘인’에 뜻을 두는 ‘性心合一体’를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다. 자기가
하는 직분에 충직하고 거짓 없는 진실을 추구할 적에 기만이 없는 마음
보존이 되는 것이다.78) 마음이 본성과 합일되는 ‘성심합일체’의 의식은
인간의 도덕적 본질이 몸을 주재하는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의식을 추구
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계승하여 활용될 만한 요소가 적지 않다 하겠
다.

Ⅴ. 맺음말
경와 엄명섭은 일제의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해인 1906년에 태어났

77) 讀書記疑 論語 ｢里仁第四｣ː“心之所之也.◌凡心氣之所發, 用也. 無性則
無心, 無心則無思. 今此心思本於性而然矣. 蓋性理也, 無覺無爲; 心氣也, 有覺
有爲. 此性心所以合爲一体, 而開物成務者也. 論其所發之始, 則曰性; 因心之
所思而發爲情. 情因思之所發, 而計較謀略曰意; 意因計較謀, 而決定其是非取
舍之分曰志. 至此, 則心無不思, 思無不熟, 而事將成矣. 凡事之成否, 莫不由志
之所定所立也.”
78) 敬窩私稿(下) 墓碣銘 ｢族大父廣齋公墓碣銘(幷序○己亥)｣,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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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이후 점차 한국의 민족성을 말살하
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일제의 모든 교육은 식민지를 위하는 것이었
다. 당시 엄명섭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일제의 교육을 따르지 않고 오로
지 유교적 전통의 학문을 닦고 그에 의거한 교육에 힘썼다. 광복 이후,
향리에서 편안한 삶을 도모할 수도 있었겠지만, 엄명섭은 남다른 학구열
로 41세 때 전주의 최학자로 불리는 금재 최병심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
았다. 간재 전우의 고족제자였던 최병심은 전주향교를 중심으로 구국의
의지와 유학사상 고취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79)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유교문화와 그 사상이 단절될 무렵, 엄명섭은 전주로 이거하여
스승의 뒤를 이어 전주향교와 송천동에서 저술연찬과 강학활동에 전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엄명섭의 수도적 유학계승과 마음수양의 내용을 간략하
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뜻을 세우고 독서하면서도 성인을 목표
로 하는 학구열을 보였다. 그의 篤信好學의 정신은 공명심과 이욕보다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전통을 계승하며 그 성인의 지혜를 현실에 구현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경전에 대한 근원적 탐구가 없으면 학문의 방
법이나 올바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는 유교적 경전을 탐독하였
다. 31년 동안 연찬하여 편술한 사서삼경집주언해와 소학집주언해
총 35책, 그리고 독서기의 9책은 공자의 述而不作의 정신이 깃든 것이
자 유학사상에 대한 敎學的 탐구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우의 ‘성사심제설’을 전개하면서 그 본성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심도있
게 밝혔다. 특히 20여 년 동안 철학적 고뇌로 언표한 性天心地說은 전우
의 性尊心卑說의 영향을 넘어 “天尊地卑”라는 주역의 우주론을 인간
의 심성론에 적용하여 천인합일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특히 83세 때 마
음 수양의 논리로 제시한 “性心合一体”의 논지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79) 당시 최병심은 顧齋 李炳殷(1877~1960)과 전주향교를 중심으로 유교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을 지키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최병심과 이병은 사후, 이병은
의 아들이자 최병심의 문인 李道衡(1909~1974)이 그 뒤를 계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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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엄명섭은 새천년을 향하는 초기까지 전주에서 강학활동과 유교문화
를 보급하는데 노력하다가 2002년 향리로 돌아와 향년 98세의 나이로 삶
을 마감하였다. 그의 주자학 이해를 위한 유교경전언해 및 편서저술 작
업은 다음의 한시 한 수를 통해 그의 내심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文明敎俗洽吾東 문명과 교화 풍속 우리나라에 젖어
道學由來禮義同 도학의 유래, 예의와 같아졌다네.
前聖後賢其揆一 전대 성인과 후대 현인, 그 법 한곁같기에
守來規矩續無窮 지켜 오는 법도 끝없이 이어지네80)

결론적으로 그의 수도적 유학계승과 마음수양의 자세는 한말유민의
선비로 일제강점기 이후 단절될 위기의 유교문화를 재건하고 주자학(성
리학)의 올바른 계승과 교육을 통해 그 실질적 내용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맑고 선한 마음의 허령성을 통
해 본성과 일치하려는 도덕적 삶을 추구하려는 것도 내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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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om Meong-sup’s Confucianism-inheritance
of Monastic Life and Sim’s Doctrine of Self Cultivation / Lee, Hyung-sung
Eom Myong-sup was born in 1906, the year following the year when the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was concluded. Having lived
mainly in Jeonju region, he had lectured Confucianism till early in the new
millennium and died at 98 in 2002 in Gokseong where he also tried to revive
and propagate Confucianism
This article looks into his life for ascetic practice, translation of Confucian
Classics, succession of Jeon Woo’s theory of Seongsasimje(性師心弟: The nature
is the teacher and the mind is a the student) and mind cultivation. Seeing first
his scholarly life, he tried to succeed the tradition aiming at being a great man
rather than fame and profit to realize such spirit of his in the real society while
having set an aim and read books. Especially the series of his works,
Saseosamgyeongjipjueon(四書三經集註諺解), Sohakjipjueonhae(小學集註諺解), Dokseogieui
(讀書起疑) and etc., which he had written for 31 years must have been impacted
mainly by his worry of Confucian culture and ideas that had been being pushed
out by foreign power. In his theory of Neo-Confucianism and theory of mind
cultivation, he asserted the theory of SeongCheonSimJi(性天心地: The nature is
heaven and the mind is earth) under Jeon Woo’s theory of Seongsasimje(性師心
弟). That is, he tried to build up Cheoninnhapil(天人合一: Heaven and man are

unified in one) by applying the universe theory specified in the Book of Change
onto the Theory of Man’s Nature. Especially Seongsimhapilche(性心合一体: the
nature and mind become one as one body) he suggested at his 83 mainly
showed his consciousness to realize the moral authenticity of his ego to an
extremely high level.
In conclusion, such attitude of his for succession of Confucianism a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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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on is based on his effort as a Confucian scholar of late Joseon dynasty
to revive the Confucian culture having been likely to be cut in succession since
Japanese occupation and spread out the real content of such Confucian culture
through righteous succession and education of Neo-Confucianism. It also looks,
moreover, that he wanted to seek the moral life that becomes one with the
man’s nature through holy-purity of goodness of mind in such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Key Words: Eom Meong-sup(嚴命涉), Jun wu(田愚), sung(性), sim(心),
Seongsashimje(性師心弟: The nature is the teacher, and the
mind is the pupil), Seongcheonshimji(性天心地: The nature is
heaven and the mind is earth), theory of mind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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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清末の政治改革と明治維新

郭 連 友*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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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おわりに

Ⅳ. 梁啓超の明治維新観

論文 抄錄
메이지유신은 세계사의 대사건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통일된 근
대국가를 구축하여 아시아에서 일찍이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메이지유신은 단순히 일본을 ‘一新’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중
국 청말의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무술변법운동의 三傑이 요시다
쇼인의 사상에 매료되었고, 이들은 무술변법운동에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한
정치 개혁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청말의 개혁자들이 중국의 정치 개혁을 구
상할 때, 메이지 유신의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메이지 유신을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들은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무엇
을 배워, 중국 청말의 정치 개혁에 어떻게 담았는지, 그들이 고안한 메이지 유
신 모델은 중국 청말의 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 北京外国語大学 ․ 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 敎授
❙ 논문투고일: 2021.04.26 / 심사개시일: 2021.05.17 / 게재확정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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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維新は世界史の大事件である。日本は明治維新によって統一した近代

国家を構築し、アジアでいち早く近代化を成し遂げた。明治維新は単に日本を
｢一新｣させたのみならず、東アジア、とりわけ中国清末の改革にも多大な影響
を及ぼした。さて、清末の改革者たちは中国の政治改革を構想する際、明治維

新のどういうところに関心を持ち、またどのように明治維新を見ていたのかを
検討した。さらに、彼らは明治維新から何を学び、それを中国清末の政治改革
にどのように生かしたのかなどが問題関心である。具体的には、清末の外交

家、改革者黄遵憲、戊戌の変法の指導者、思想家康有為、彼の弟子、改革運動
家梁啓超を中心に、彼らが｢尊王攘夷｣運動や幕末志士から何を学び、また、
｢戊戌の変法｣期前後の改革の実践とどう関わったかを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

清末の政治改革と明治維新との関わりを明らかにする。)
주제어 : 明治維新, 戊戌變法, 黃遵憲, 康有爲, 梁啓超, 吉田松陰

Ⅰ. はじめに
明治維新は世界史の大事件である。日本は明治維新によって統一した
近代国家を構築し、アジアでいち早く近代化を成し遂げた。2018年は明
治維新150周年という節目の年であり、様々な角度から明治維新の持つ意
義を深く検討するきっかけが与えられている。
明治維新は単に日本を｢一新｣させたのみならず、東アジア、とりわけ
中国清末の改革にも多大な影響を及ぼした。 中国清末の1898年に起きた
｢戊戌の変法｣(別称｢戊戌維新｣、｢百日維新｣とも呼ばれる)はまさに明治維
新をモデルにした政治改革の試みであった。
さて、清末の改革者たちは中国の政治改革を構想する際、明治維新の
どういうところに関心を持ち、またどのように明治維新を見ていたの
か、彼らは明治維新から何を学び、それを中国清末の政治改革にどう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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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したのか、言い換えれば、彼らの考案した明治維新モデルは中国清末
の改革にどんな意味があったのかを考えるのが本章の問題関心である。
本章では、清末の外交家、改革者黄遵憲、戊戌の変法の指導者、思想
家康有為、彼の弟子、改革運動家梁啓超を中心に、彼らが｢尊王攘夷｣運
動や幕末志士から何を学び、また、戊戌の変法」期前後の改革の実践と
どう関わったかを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清末の政治改革と明治維新と
の関わりを明らかにする。

Ⅱ. 黄遵憲の明治維新観
清末の中国には、中国の政治改革の手本とする狙いで明治維新を精力
的に紹介し、清末の政治改革で大きな影響力を発揮した改革者に黄遵憲
(1848~1905年)がいた。
黄遵憲は1877(明治10)年、29歳の年に駐日参事官に任命され、中国最初
の駐日公使何如璋に随行し、日本で四年あまり勤務した。その後1882年
にサンフランシスコ総領事、駐イギリス参事官、シンガポール総領事な
どを歴任、1894年に帰国し、1896年、上海で梁啓超らと維新派の新聞時
務報を創刊、変法維新思想を宣伝した。1897年、黄遵憲は湖南省長宝塩
法道という役兼按察使(司法 ․ 治安)に任命され、湖南省で陳宝箴の湖南新
政を補佐した。同年、湖南省で ｢時務学堂｣ を開設し、梁啓超、譚嗣同、
唐才常を招いて教鞭をとらせた。戊戌の変法が失敗後、黄遵憲は首謀の
康有為や梁啓超を自宅に隠していると疑われたが、無実であったためふ
るさとへ帰ることを許された。晩年まで梁啓超と書簡のやりとりなど
で、自分の政治理想などを述べる。1905年、58歳で他界した。
黄遵憲の代表作に 日本雑事詩 と 日本国志 などがある。日本雑
事詩は黄遵憲が参事官として日本に赴任して2年目の1879年に日本で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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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し、1890(光緒16)年改訂本[〔定本〕を刊行した。七言絶句の形で、明
治日本の社会、文化、歴史、風習などを詠った詩集で、後の 日本国志
の準備作にあたる性質の著作である。日本雑事詩には日本の地理、歴
史や文化についての紹介、日本の暮らしや風俗習慣などについての紹介
があるが、明治維新およびその後の明治日本の諸改革やそれによっても
たらされた社会の変化などを詠う詩句は日本雑事詩初版本に収められ
た154首の詩のうち、ほぼ三分の一を占めており、黄遵憲の明治維新への
強い関心とそれを中国に紹介しようとする願望をはっきりと見ることが
できる。
日本国志は1887年に完成し、1895年日清戦争の最中に日本への関心
が高まるにつれようやく刊行された。詩句の形を取った日本雑事詩と
違い、日本国志は ｢志書｣の手法で、幅広く日本の歴史、政治、法律、
制度、経済、軍事、文化、風習、物産などについて全面的に紹介 ․ 研究
したものであり、近代中国の日本研究の白眉とされている。日本国志
は｢国統志｣(3巻)、｢隣交志｣(五巻)、｢天文志｣(1巻)、｢地理志｣(3巻)、｢職官
志｣(2巻)、｢食貨志｣(6巻)、｢兵志｣(6巻)、｢刑法志｣(5巻)、｢学術志｣(2巻)、｢礼
俗志｣(4巻)、｢物産志｣(2巻)、｢工芸志｣(1巻)の12志、合計40巻から構成さ
れ、所々に黄遵憲の細かい注釈も施されている。さらに ｢外史氏曰く｣と
いう形で黄遵憲の論説や主張が述べられ、中国改革に対する数多くの施
策や改革案が記されている。黄遵憲は自らこの 日本国志を ｢明治維新
史｣と称し、その自序に ｢日本は変法以来、革故鼎新、旧日の政令は百に
一も存せず。今撰録するところは皆今を詳らかにし、古を略し、近きを
詳らかにし遠きを略すものである。凡そ西法に牽渉するものは、尤も詳
備を加え、適用を期する｣1)と記し、日本の明治維新の紹介を通じて、中
国の改革に模範を提供する狙いを表明している。

1) 日本国志凡例、黄遵憲全集(全二冊)下、第六編｢専著｣、821~822頁、中華
書局、2005年。原文はもともと漢文で、日本語訳は筆者が施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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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志は戊戌の変法発生前から康有為をはじめ清末の改革者たち
に広く読まれていた。康有為は黄遵憲が駐日外交官として ｢日本の維新
掌故の書を読み、中外政変の学芸を考察し、日本国志を著し、政治に
得るところ深く浩し｣(人境盧詩草序、黄遵憲全集上、第一編｢詩詞｣)
と記し、その政治改革における日本国志の価値を高く評価している。
それだけでなく、康有為の変法論にも日本国志の強い影響が確認でき
る。さらに 日本国志は戊戌の変法の最中に光緒帝に献上され、戊戌の
変法で多大な影響力を発揮したのである。
黄遵憲は日本の明治維新の紹介で｢尊王攘夷｣、大政奉還を始め、その
後の明治近代国家の改革諸措置、例えば、廃藩置県、租税改革、議院制
度、自由民権、学制、兵制、刑法、殖産興業、文明開化など様々な事項
に触れたが、特に ｢尊王攘夷｣や ｢倒幕｣における幕末志士の行動、維新実
現のために果たした役割に多大な関心を寄せ、大きく取り上げ、細かく
記述した。
日本国志 ｢国統志巻三｣に次の一節がある。
外舶は騒擾して、幕府は和を唱え、諸藩の志士は機に乗じて起こった。幕府
はなお権威を強め、捜査や禁錮をしたが、人心はかえって憤りを増し、士気も
さらに高まり、斧鉞に付し、密網に触れたものは数え切れないほどいるが、前
者は殺されると、後者は蹶起し、尊王攘夷の説を天下に広げようとした。何に
も顧みず、生死をも度外視するに至って、なんぞ烈しいものか。幕府は治めよ
うとすればするほど、混乱するので、権威は日に日に失墜し、薩長肥土諸藩も
幕府の疲弊に乗じて起こった。諸藩の志士はまた密かに公卿と結んで、諸藩と
連結し、幕府打倒を目指した。(中略)幕府の滅亡を論ずれば、実は処士によっ
て亡ぼされた。(中略)独り浮浪の処士、書史を渉猟し、志気があり、自らの身
家を顧みるところがなかった。奮然と一決し、幕府と敵対した(中略)而して幕
府は遂に滅びた、前の攘夷の意図するところは攘夷にあらず、幕府打倒にあ
る。後の尊王の意図するところも尊王にあらず、幕府を覆すにある。2)

2) 黄遵憲全集下、第六編｢専著｣、92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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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で、幕府の西洋列強と和親条約の締結が「尊王攘夷」運動の直接の導火
線となり、幕府の対応に不満を持った志士たちが立ち上がり、｢安政の大獄｣に
も屈せず、雄藩と連合して、幕府を倒したと述べられている。つまり、幕府を
滅ぼしたのはほかでもなく、地位の低い、志のある浮浪の処士によるものだと
捉え、指摘している。

｢尊王攘夷｣運動について、黄遵憲は上記幕末の直接的起因を指摘する
と同時に、江戸時代から尊王の思想的源流を、徳川光圀の大日本史編
纂、楠正成、山県昌貞、高山正之、蒲生君平などの尊王家の事跡、岩垣
松苗の国史略、頼山陽の日本政記、日本外史などに求めていた。
さらに、｢幕府を覆し、明治中興の偉業を収めたのは、皆春秋尊攘の説
がこれを駆り立てた｣3)と指摘し、中国の歴史書、五経の一つである春
秋にも求めたのである。春秋が｢尊王攘夷｣の思想的源流だという指摘
から、明治初期の日本が西洋化を進めると共に、漢学が衰微していった
ことを懸念し、中国の漢学は明治維新に思想的貢献があった、重視すべ
きだという黄遵憲の思惑が読み取れる。
黄遵憲は詩集 人境廬詩草 ｢近世愛国志士歌｣でさらに｢尊王攘夷｣論者
のうち、山県昌貞、高山正之、蒲生君平、吉田松陰、僧月照などの12人
を取り上げ、詩句の形で彼らの愛国行為を讃えた。｢近世愛国志士歌｣で
幕末の ｢尊王倒幕｣の革命家吉田松陰について、｢丈夫四方志、胡乃死檻
車。倘遂七生願、祝君生支那。(丈夫、四方の志、胡んぞ檻車に死なん。
たとえ七生の願いを遂げようとすれば、君支那に生まるることを祝う)｣4)
と詠じ、中国にも松陰のような革命志士の誕生を強く望んだ。
黄遵憲が ｢尊王攘夷｣志士たちの勇ましい行動を讃えるのは ｢以て興起
吾が党の愛国の士を興起せん｣とするためであった。それは 日本国志
著述の狙い、すなわち中国への適用と相通ずるものであった。

3) 春秋大義序、黄遵憲全集上、第2編 ｢文録｣、264頁。
4) 黄遵憲全集上、第一編 ｢詩詞｣、10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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黄遵憲のかかる ｢尊王攘夷｣や処士の倒幕における役割についての叙述
は幕末に出版された書物、例えば 近藤瓶城続日本政記や岡千仭尊攘
記事など幕末の漢文史書に依拠していると佐々木揚氏の指摘する通りで
あるが、吉田松陰の事績の紹介においては、尊攘記事の記述に依拠す
るほかに、吉田松陰原著、品川弥二郎編幽室文稿やペリー彼理日本紀
行などを参考にしたことも考えられる。
黄遵憲による幕末の歴史、｢尊王攘夷｣運動、志士達の愛国的行動につ
いての紹介は、後に中国の改良派たちに影響を及ぼし、彼らのボトム
アップの変法路線や行動に模範を提示し、改革の勇気と自信を与えた。
｢尊王攘夷｣運動の外に、黄遵憲は 日本雑事詩や日本国志で明治維
新や近代国家の取り組みや成果などについても詳しく紹介している。例
えば、明治維新後の官制の改革、三職制の廃止、太政官制度の成立、集
議院など初期議院制度の確立、左院右院制度、太政官制下における元老
院(立法機関)、大審院(司法機関)、参事院(制度紀章作成)の設立、内務
省、大蔵省、海 ․ 陸軍省、文部省、農商務省、工部省、司法省など行政
部門の設置、自由民権運動などについても詳しく考察 ․ 紹介し、明治時
代改革の全体像を中国に提示した。この明治維新の全体像は後の康有
為、梁啓超らの明治維新認識や日本をモデルにした戊戌の変法の方向性
を左右したのである。
黄遵憲自身もその後戊戌の変法運動に自ら参加し、湖南省で積極的に
新政の実行を推進したり、日本国志で紹介した日本の近代的警察制度
に習って保衛局を設置したり、地方自治に大いに役立ったことはよく知
られている。また、｢戊戌の変法｣の指導者康有為と面会し(1895年)、改革
思想について語り合い、1896年に上海で梁啓超らと維新派の新聞時務
報を創刊し、変法思想を宣伝した。さらに時務学堂を開設して、梁啓超
らを主筆として招き、梁啓超は改良思想のみならず、満洲人政権たる清
を打倒する排満革命思想も教えた。これらの黄遵憲の改革の実践から、
幕末志士や明治維新からの影響が読み取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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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康有為の明治維新観
周知のように、｢戊戌の変法｣運動の最大の起因は日清戦争における中
国の敗北であった。1894年6月に勃発した日清戦争は1895年4月 ｢下関条
約｣の締結によって決着がついた。清政府は軍費二億テール(両)の賠償金
の支払い、遼東半島 ․ 台湾 ․ 澎湖諸島の割譲、沙市 ․ 重慶 ․ 蘇州 ․ 杭州を交
易市場とする、などの莫大な対価によって、ようやく日本と講和した。
これまで、アヘン戦争で敗北を経験した清政府は、｢夷の長技を以って夷
を制する｣(魏源)という洋務論に導かれて、莫大な軍費を投下し、外国製
の軍艦や大砲を装備した。ところが、日清戦争で清は再度敗北し、が中
国の知識人に大きなショックを与えた。彼らは、西洋の軍事や科学技術
面のみならず、政治制度まで導入した日本の成果を目の当たりにし、今
まで洋務派の持論、すなわち現存の政治制度を維持しながら、西洋の技
術のみを導入する ｢中体西用｣の発想の不徹底性を反省するに至った。知
識人たちは既存の法制度および政治などを改革しなければ、中国は分割
され、国が滅びると強く危機意識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この改革運動の先頭に立って、実際に思想上この運動を指導した人物
に康有為がいた。康有為の変法思想の形成の理解に資するため、万木草
堂から戊戌の変法運動期までの活動を簡単に要約しておく。
1874年、康有為は初めて徐継畬著 瀛環志略の ｢地球図に触れ、世界
情勢へ開眼する。1879年初めて香港遊歴、西洋人の都市管理に感銘し、
洋学書を購読し始める。1882年北京で郷試に落第、帰途に上海経由、
｢益々西人の治術に本あることを知｣り5)、洋学書を大量に購入し、その後
大いに洋学を講ずるようになった。1882年12月、清の皇帝へ初めて上書
し、変法を主張したが皇帝に届けられなかった。そして、1891年広州の
長興里で万木草堂塾を開き、｢托古改制｣を鼓吹し、代表作新学偽経考
5) ｢我史｣、康有為全集(全12冊)第5集、62頁、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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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刊行する。1892年代表作 孔子改制考の編纂が始まる。1895年中国が
日清戦争で敗戦した後、光緒帝に 公車上書を提出し、｢拒和、遷都、
練兵、変法｣を建白する。｢富国、養民、教士、練兵｣を主張、提案した三
回目の上書が光緒帝に届かられ、光緒帝から賞賛される。1896年明治維
新をモデルにした 日本明治変政考を執筆、編纂する。1897年日本書
目志成立。1898年6月、光緒帝が ｢定国是詔｣を下し、変法を決意し、戊
戌の変法(百日維新)が始まる。8月、維新失敗、康有為は海外へ亡命す
る。
そもそも万木草堂が開かれたのは1891年のことであり、1894年に清政
府に一時閉鎖されたが、また再開し、1898年戊戌の変法の失敗で閉鎖さ
れるまで約八年間教育活動が続いた。康有為は ｢気節を激励し、精神を
発揚し、広く知恵を求める｣6)ことを万木草堂の教育方針と定め、｢立志｣
を第一義としていた。康有為は万木草堂で「托古改制」の変法主張を鼓
吹し、中国の伝統思想のみならず世界各国の歴史、西洋の近代思想、日
本の明治維新の改革思想、革命思想などを教えていた。
では、万木草堂で康有為は明治維新のどういうところに関心を示した
のであろうか？戊戌の政変後に余儀なく日本に亡命した康有為の弟子梁
啓超が、当時亡命者を保護した内務大臣品川弥二郎宛の書簡に次のこと
を記している。
啓超は昔中国におり、南海康(康有為ーー引用者)先生に門に遊ぶ。南
海が教を為すなり。凡そ塾に入る者には皆幽室文稿を以て授ける、曰
く：苟くも士気が稍や偶またま衰落すれば、輒ちこの書を読みたまへ、
暮鼓晨鐘に勝るなり。7)
この書簡から、康有為は万木草堂で日本幕末維新の代表的革命家・志
士である吉田松陰の著作幽室文稿を必読書として指定し、弟子たちに
6) 梁啓超 ｢康南海先生伝｣、康有為全集第12集、424頁。
7) ｢梁啓超上品川弥二郎子爵書｣、民報第24号、丁文江 ․ 趙豊田編、島田虔次
編訳梁啓超年譜長編(全5巻)第1巻、227頁、岩波書店、200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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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えたことがわかる。
幽室文稿(吉田松陰原著、品川弥二郎編、1880(明治13)年刊)は、1858
(安政5)年1月から翌年5月の間に作られた吉田松陰の文章、書簡、詩歌な
どを集めたものである。一八五八年は日米和親通商条約の締結、幕府の
｢違勅調印｣などの事件が相次いで起こり、松陰の発言がますますラジカ
ルになり、老中間部詮勝要撃などを企て、ついに再入獄された年であ
り、一八五九年は藩主の参勤を止めるために要駕策を計画し、倒幕を企
てたが果たせず、ついに東送の命が下り、半年後処刑された年である。
この文稿は幕末の革命家松陰晩年の思想を知るのに最も重要な書物であ
り、また、徳富蘇峰の ｢革命家松陰像｣の成立の根拠でもあったとされて
いる。
万木草堂での教育内容について、康有為と親交のあった宮崎滔天
(1841~1922年)も、康有為が弟子たちにアメリカやフランスの自由共和の
政体を教えたり、ワシントンを自らの理想的人物としたりしただけでな
く、さらに自らを吉田松陰の継承者と自認し、日本之変法由遊侠義憤考
という書物を弟子たちに授け、弟子たちの改革の士気を鼓舞したりした
ことを記している。このことは、康有為の変法路線にはボトムアップの
改革構想も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
日本之変法由遊侠義憤考とはいかなる書なのか。この書は康有為の
長女康同薇が編纂し、戊戌の変法の始まる直前の一八九八年春、大同印
書局より刊行されたものである。書の序文に記された、康有為が長女康
同薇に命じて編纂させた旨、そして所々に「案語」のかたちで施された
康有為のコメントなどから、この書は康有為の意志で編纂されたことが
明らかである。
同書の序文で康有為は本書編纂の狙いを次のごとく記している。
日本は将軍が政権をとって千年あまり、処士浪子が発憤して政を変
じ、熱血涕涙を灑(した)たり、心肝腎腸を剖り以って幕府と玉砕を争っ
た。(中略)大獄が数多く起こったが、雄心が衰えることなく、卒に雄藩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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鼓舞し、王室を扶助し、武門を除去し、大政を変え、(中略)維新の治を成
すに至った。(中略)日本義侠の発憤の事跡を集めてもらい、その維新強盛
の原因を著し、我が士大夫に告げようとしている。8)
ここで、康有為は、幕府の西洋列強との不平等条約の調印に大きな屈
辱と憤慨を覚えた幕末の志士たちによる ｢尊王攘夷｣ ｢尊王倒幕｣運動を評
価、賞賛し、それが明治維新成功の最大の要因だと認識する。同時に、
｢維新強盛の原因｣を中国の知識人たちに告げ、その変法改革の志を喚起
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さらに、｢尊王攘夷｣の性格について同書の按語で康有為が次のように
述べている。
当時攘夷の論は、要するにその帰するところは攘夷にあらず、尊王に
あり、尊王は幕府を滅ぼすためである。王室が尊ばれ、幕府が滅ぼさ
れ、終に夷狄の払えないことを知り、決然として方針を変え、力を入れ
て維新を図り、外交を大いに開き、外国が敢えて日本をいじめることが
できず、今日に至っている。のみならず、恐れてまともに日本を見るこ
ともできなくなった。ああ、このように独立の速効が収められたのは日
本全国の処士の心を一つにして、義に任じたことにより玉成したもので
ある。9)
このように、攘夷の目的は尊王にあり、尊王の目的は倒幕にあるこ
と、また、維新により速やかに独立国家が樹立できたのは全国処士の合
意と義憤によるものだと指摘している。
さらに、｢尊王攘夷｣の源流について、日本変法由遊侠義憤考で ｢徳
川幕府は詩書の沢を以て、兵戈の気を消したが、幕末外患が起こり、春
秋尊王の説により亡ぼされる。｣10)と記し、中国の春秋に遡っている。
日本変法由遊侠義憤考で示された康有為の ｢尊王攘夷｣やその源流に
8) 康同薇纂 日本変法由遊侠義憤考序文、2頁、大同訳書局印、1898年。
9) 日本変法由遊侠義憤考、28頁。
10) 日本変法由遊侠義憤考、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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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いての捉え方は明らかに黄遵憲の 日本国志、日本雑事詩および
人境盧詩草に依拠しており、黄遵憲の強い影響が見られる。
上記の黄遵憲の影響があるものの、幕末における孝明天皇の評価につ
いては、康有為は黄遵憲と明らかに違う見解を示した。
黄遵憲は 日本国志 ｢国統志巻の3｣で孝明天皇について次のように描
いている。
孝明が在位したころ、外国人がしきりに通商をこいねがい、脅迫が日
増しに盛んになり、国を挙げて囂然として攘夷の説を唱える。苟もある
人に異議があれば奸党とみなされる。幕府は最初はこれを拒んだが、続
いてその勢力の敵わないことを詳らかにし、攘夷の意思はついに変わっ
た。孝明は最初から攘夷することを決め、末年にその非を悟り、勅旨に
前言を不定するところがあった。しかし、二、三の強藩巨室が浪士憤激
の勢い、王覇離間の隙に乗じて、始めて朝議を借りて、人心に順応し、
続いて士気を以て幕府を亡ぼした。11)
つまり、攘夷と倒幕は志士や雄藩によるものであったこと、また、孝
明天皇は攘夷を望んだが、思想的に動揺が見られることを指摘してい
る。実は、尊攘運動において孝明天皇は尊攘派志士らの過激な倒幕運動
に対してずっと反対の立場をとっていたのである。黄遵憲のかかる孝明
天皇理解はむしろ史実に近い。
ところが、康有為は日本変法由遊侠義憤考の按語で志士たちが幕府
に禁錮された際に孝明天皇がしばしば詔書を下したり、志士を釈放した
り、孝明天皇が雄藩や志士たちの頼りになる存在で、倒幕行為も孝明天
皇の志士たちへのご意向によるものだとしている。｢その意を授け、権を
与えることがなければ、浮浪の輩は豈に敢えて幕府と仇を成すこと、斯
のごとく甚だしきや。｣12)と書いた。幕末志士の革命的行動や精神を自ら

11) 黄遵憲全集下、第六篇 ｢専著｣、920頁。
12) 日本変法由遊侠義憤考、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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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改革の手本としながら、同時に、明治維新を達成したのは幕末志士た
ちのみならず、孝明天皇が陰で志士たちや雄藩を庇護したり、励ました
りしたとして、天皇の ｢倒幕｣における役割を史実と食い違って過大に強
調したのである。
それと関連して、日本明治変政考では幕末の孝明天皇や明治天皇が
絶対的権力を有する ｢君｣として描かれ、その役割を過大評価する箇所も
見られる。例えば、明治3年8月10日の条の按語に幕末志士の愛国行為に
触れ、｢志士は皆禁錮されたが、孝明天皇は詔書を下し、志士を釈放さ
せ、自ら志士を召して会見し、温かく諭し、優しく受け入れ、その開新
尊王の士に倚望す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権を授けなければ、意を与
えなければ、遊士はどうしてこれだけ甚だしく旧幕と仇を為すことがあ
ろうか。彼らを厚くもてなし、深く切望することがなければ、どうして
天下の士が争って感激し命をかけて、奮って身を顧みることあるだろう
か(中略)けれど、日本の士気の強さ、命をかけて国に殉じて新きを開くこ
とができたのは、皆孝明天皇が協調し、護持した賜物である。故に日本
が自ら強くなって、中興できたのには、孝明天皇の功績が最も偉大であ
る。｣13)と記し、幕末における志士たちの役割よりも孝明天皇の役割のほ
うがより大きいことを主張したのである。
このことから、変法運動の準備段階において、康有為のボトムアップ
の変法路線と同時に、改革の意思を露呈した光緒帝を意識して、君権に
よる変法、すなわちトップダウンの変法を望んだこと、自らの改革思想
を主張するために、あえて孝明天皇の倒幕運動における役割を過大評価
したり、史実を無視したりしたことなど康有為独特の主観的明治維新観
が読み取れる。
しかし後に、康有為の主観的明治維新観よりも、むしろ黄遵憲以来の
適確な明治維新観と康有為のボトムアップの改革構想の方が弟子の梁啓

13) 日本明治変政考巻2、康有為全集第4集、14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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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によって継承され、広められたのである。

Ⅳ. 梁啓超の明治維新観
上に述べたように、1897年、梁啓超は黄遵憲に招聘され時務学堂の講
師として赴任する。その直前に彼は ｢記東侠｣(1897年)という文章を書い
た。そこに ｢日本は西洋列強と和親条約締結ということが起き、一、二
の侠者、国恥に激しく憤慨し、大義を唱え、以って天下に呼びかけた。
それがきっかけで志士たちが一斉に立ち上がって戦い、瞬く間に、遂に
今日あるにいたる｣14)とある。また、時務学堂の学生の宿題の評語に ｢日
本は自ら強くなるのは、そのはじめ、皆一、二の藩士の慷慨激昂による
もので、義憤を以て天下に号召し、天下がこれに応じ、皆侠者の力であ
る。中国にはこのような人がいない、どうしたらよいか。｣15)と記し、明
治維新の成功は、侠者、すなわち志士の革命精神の賜物で、中国の改革
にはそのような精神が不可欠だと主張する。明治維新は幕末志士たちの
義憤によるものだという、黄遵憲以来の明治維新論説を展開する。
さらに、彼が時務学堂で講学期間中に書いた ｢南学会の叙｣(1889年正
月)に
私は日本幕末のことを聞いたが、土地を所有している諸侯が数十あ
り、しかもその士気が横溢し、熱血が奮発し、風気がすでに形成し、日
本列島に浸透した。今の中国は広く、長年弊害が山積し、一旦聯合しよ
うとしても、それは容易にでき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もし日本に起き
たことのように、先ずいくつかの省から立ち上がり、この数省の風気が

14) 飲氷室文集2、30頁、台湾中華書局、1983年。
15) ｢湖南時務学堂課芸批｣、中国史学会編戊戌変法(中国近代史資料叢刊)(2)、
549頁、上海人民出版社、一九五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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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成し、ある程度の規模になったら、その他の省に影響を及ぼしたらよ
い。16)
と記している。上に見られるように、彼は ｢時務学堂｣で幕末志士たち
の事跡を教育の内容とし、それらを手本にしながら、青年学生たちに刺
激を与え、彼らの改革の志を奮い立たせたのであった。しかも、湖南省
が日本の薩長土肥四つの雄藩のように全国で率先して独立し、敢えて革
命の手段で改革を呼びかけた。
それだけではない、時務学堂の教育活動を調べるに、梁啓超が反満革
命を唱えたことが分かる。
康有為の弟子狄楚青(名は葆賢)は自ら書いた 任公先生事略で、梁啓
超が時務学堂に赴任する前に、その教育方針について康有為を始め、同
人たちと議論したことがあったことを記した。
任公(梁啓超)は丁酉の年の冬月(10月)、湖南時務学堂に赴任しようとし
た頃、同人たちと[教育の]進め方の宗旨[主義]について話し合った。第一
は漸進法、第二は急進法、第三は立憲を本位とすること、第四は徹底改
革によって民智を開き、種族革命を本位とすること、である。当時、任
公は第二、第四の二つの主義を極力主張した。折しも任公が湖南に赴こ
うとしているのを知って、南海(康有為)も上海にやって来て教育の方針を
話し合った。南海は数日沈吟したが、宗旨については彼も異議を挟まな
かった。17)
と見られるように、時務学堂で、梁啓超が急進的な教育方針を取り、
教育内容として ｢種族革命｣、つまり反満革命をも盛り込んだ。そのこと
に対して、康有為は反対せず、もしろ黙認していた。梁啓超が 清代学
術概論で振り返った時務学堂の教育風景や教育内容が更にこの点を明ら
かにした。啓超が毎日講堂で四時間いるが、夜は諸生の剳記を添削し、

16) 飲氷室文集1、66頁。
17) 梁啓超年譜長編第1巻、15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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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に回答する。一条に時には千言以上のコメントを書き、往々にして
徹夜して寐む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講義していたのは皆当時の民楽(権)
論で、又た多く清代の歴史事実に触れ、失政を述べ、革命を唱えた。(中
略)そのうえ、ひそかに明夷待訪録陽州十日記などの書物を印刷し、
それに案語をつけ、秘密裏に頒布して革命思想を宣伝した。｣18)
見られるように、梁啓超が時務学堂で日本幕末志士たちの革命精神や
雄藩の幕藩体制に対する造反の歴史事実について紹介し、また、清朝の
失政に対する暴露と批判を行った。時務学堂の学生たちはそれにより大
きく鼓舞され、改革の意思が一層固められたと考えられる。
梁啓超が ｢戊戌の変法｣失敗後、余儀なく日本に亡命した後、孫文の影
響などにより、、その思想上大きな変化があった。彼は今まで持ってい
た君権によるトップダウンの改革路線を変更し、いきなり戊戌の変法を
潰した西太后をはじめとする清政府を攻撃する、いわゆる反満革命を再
び唱えるようになる。このことについて、革命組織｢興中会｣に入り、孫
文に追随した馮自由(1882~1958)が次のことを記している。
康有為が日本を離れてアメリカに赴いた後、己亥(1899年)の夏から秋に
かけて、梁啓超は孫中山(孫文)と密接に行き来するようになり、しだいに
革命に賛成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同学の韓文挙、欧榘甲、張智若、梁
子剛らは、特に激しい主張を繰り広げた。そこで、孫、康両派の合流計
画が浮上した。(下略))19)
しかし、その後、康有為の反対で合流は実現できなかった。梁啓超は
1903年まで、中国の改革派の中で革命か、改良かをめぐって、激しい対
立があったのである。一時、革命に傾倒した梁啓超は康有為への書簡に
こう記している。
民主、排満、保教などの義に至っては、口で説明するのが本当に難し

18) 飲氷室専集34、62頁、台湾中華書局、1983年。
19) 梁啓超年譜長編第1巻、3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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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点があります。今は先生の戒めに面従したとしても、将来、弟子は
きっとそれを実行できないでしょう。それゆえ、胸の内を隠さず申し上
げたほうがよろしいかと存じます。今日は民族主義が最も発達した時代
であり、この精神を持たなければ、決して国を立てることはできませ
ん。弟子は舌を焦がし筆先をすり減らすまでこれを唱えようと誓ってお
り、決して放棄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るに、民族精神を喚起しよ
うとすれば、勢い満洲(清朝)を攻撃せざるを得ないのです。日本にとって
｢討幕｣は最もふさわしい主義でした。中国にとっては ｢討満｣は最もふさ
わしい主義なのです。弟子が見るところ、これは変えようがありませ
ん。満洲の朝廷はすでに長らく人望を失っております。(中略)先生は破壊
を恐れておいでです。弟子も当初からそれを危惧していないわけではあ
りません。しかし、破壊は畢竟免れようもありませんし、遅くなればな
るほど悲惨な結果を招きますから、早いに越したことはないと考えま
す。20)
梁啓超が革命思想を唱える際、彼が根拠として、西洋の近代思想はも
とより、幕末日本の志士たちの革命思想も数多く取り入れたことは注目
に値する。彼はとりわけ幕末の思想家、革命家吉田松陰を好み、吉田松
陰と高杉晋作になぞらえて、自らの名前を ｢吉田晋｣と名付けた。また、
彼の最もラジカルな論文に松陰の 幽室文稿からの引用が数多く見られ
る。さらにその後、彼は自ら 幽室文稿を中国語に抄訳し、松陰文鈔
という書名で中国で刊行した。21)
康有為も ｢戊戌政変｣後日本に亡命した。来日後、品川弥二郎宛の書簡
に ｢幽室文稿を読むたびに、未だ嘗て発憤して流涕せざるはなし、その
人となりを想像するなり。｣22)と記した。翌年品川が幽室文稿を康有為
20) ｢夫子大人宛ての書簡｣ 一九〇二年四月、梁啓超年譜長編第2巻、151頁。
21) 拙稿 ｢梁啓超と吉田松陰｣ 季刊日本思想史 第60号、ペリカン社、2002年1
月。
22) ｢康有為初與品川子爵書｣ 民報第24号、湯志鈞編 康有為政論集(全2冊)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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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贈呈し、康有為を ｢中国の松陰｣だと称して、高く彼の変法活動を評価
したのに対して、康有為は ｢日本内務大臣品川子爵以吉田松陰先生幽室
文稿及先生墨跡見贈題之｣という題で詩を賦し、明治維新を ｢千年大革
命｣と称しながら、｢我れ 今遺書を読み、正気 千春を照す。一たび読め
ば 恥ぢて恐れ、再び読めば その気概の気高さに感服す。諸夏に士無き
ことを愧じ、東の国 斯文存す。｣23)と、幽室文稿を再読した感想を述
べ、中国の改革に松陰のような志士が必要であったが、いなかったこと
が恥だ、という感慨を述べている。
戊戌の変法後も、康有為は変わらず吉田松陰に対して尊敬の念をもっ
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が、ただ、幕藩体制を全面否定する松陰の革命
思想そのものをその後の彼の改革路線に活か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
ころが、梁啓超は、一八九九年から孫文の影響で革命に賛同するように
なり、孫文をはじめとする革命派との合流も検討したが、康有為の反対
で実現できなかった。しかし、梁啓超はその後敢えて康有為の改良路線
と対立し、1903年まで盛んに民族(反満)革命を唱えていた。
1903年正月から10月まで、梁啓超はアメリカを歴訪し、アメリカの政
治制度などを視察した。1903年10月日本に戻ってから、彼の政治的立場
ががらりと変わり、今まで持っていた ｢破壊主義｣と ｢革命排満｣思想を放
棄し、立憲君主制の改革路線を再び唱えるようになった。その思想変化
の背景や理由について、彼は次のように振り返った。
壬寅[光緒二九年(1902年)]の秋、[新民叢報]と並行して新小説報と
いうものを始め、もっぱら革命を鼓吹しようとした。私の感情の激昂は
あの時が最高潮であったのであります。(中略)その後、見ておりますと、
革命思想の普及につれて、留学生や中国内地の学校が、しきりに騒ぎを
起こします。私がひそかに考えますに、学生が勉強するのは、国家建設

冊、389頁、中華書局、1981年。
23) 同上、38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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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材たらんがためであります。それで、平生、破壊的学説が深く青年の
脳裏に浸透することを願いませんでした。また、歯止めの無い自由平等
の説が計り知れぬ弊害を醸し出すのを見て、不安に堪えませんでした
し、それに、人民の水準程度を吟味してみるに、それを向上させること
は容易な業ではありません。秩序が一旦破れると、真空状態が出現し
て、暴民が競い起こり、革命を主張した諸氏ですら収拾に苦しむように
なるでしょう。(中略)そのような考えが胸中に往来していましたので、極
端な破壊は敢えて主張し得なかったでであります。ですから、癸卯、甲
辰[光緒29年、30年；1903、4年]以後の新民叢報は、もっぱら政治革命
のみを言って、もはや種族革命は言わない。具体的に申しますと、国体
に関しては現状維持を主張しつつ、政体に対しては一つの理想を高く掲
げて、あくまでも到達しようとしたのであります。｣24)
思想的変化後の梁啓超の基本姿勢は国体として立憲君主制を主張する
が、憲政により君主の権力の制限をも視野に入れた政治改革に自らの理
想を託す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以上のことから、明治維新、特に幕末志士たちの思想や行動が戊戌の
変法期間のみならず、その後にもその影響を及ぼしたことが分かる。

Ⅴ. 明治近代国家の諸施策と戊戌の変法
日本幕末志士達の革命精神や行動に励まされ、自信づけられた中国清
末の改革者達は、その後明治維新をモデルとした改革の諸措置や改革案
を光緒帝に建議し、変法運動は頂点に達した。
戊戌の変法運動期間中、康有為は 日本明治変政考、日本書目誌を

24) ｢報界歓迎会に莅んでの演説の辞｣(1912年)、飲氷室文集29、3頁、梁啓超
年譜長編第2巻、168~16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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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緒帝に献呈した。かかる書物は改革の青写真のように戊戌の変法に大
きく役立った。特に、康有為の 日本明治変政考で中日の地理、文化、
政治、風俗などの類似点から、西洋よりも近い日本が明治維新に成功し
た経験が中国にも適用でき、その諸措置を取り入れる必要性、即効性を
強調した。康有為の建議した改革案は、若き光緒帝を魅了し、光緒帝の
改革の決意を確固たるものにした。また、｢戊戌の変法｣期に光緒帝に
よって発布された ｢上諭｣には 日本明治変政考を参考にしたものが多く
含まれており、日本明治変政考で描かれた日本明治維新や立憲君主制
を達成した日本近代国家の見取り図は中国の改革の手本になったことは
しばしば指摘された通りである。
康有為が 日本明治変政考で、①皇帝が群臣の前で国是(国の方針)を
国内外に宣告する、②制度局(内閣)を開設し、憲法の制定について議論す
る、③民間から有能な人材を抜擢し、彼らを改革の顧問とする、④至尊
の地位にある皇帝が身を低めて、下からの陳情に耳を傾ける、⑤海外に
留学生を多く派遣して、西洋の新しい学問を学ばせる、⑥暦と服制を改
め、人々の心を一新させる、、などを光緒帝に提案し、さらに複数回の
上書で、法律局、度支局、学校局、農局、商局、工局、鉱務局、鉄道
局、郵信局、会社局、海軍局、陸軍局など十二の局の設立、地方自治、
一般人の上書許可などの具体的改革案を光緒帝に提案した。これらの改
革案の多くはその後光緒帝の改革案の骨子となった。
1898年6月11日、光緒帝が康有為の建議を受け入れ、国是を定める詔書
を下し、維新法令を頒布し、｢戊戌の変法｣が実施段階に入る。｢戊戌の変
法｣期間中、光緒帝から180件以上の上諭、改革施策が頒布された。その
内容は、①政治面における、法令の改正、冗員の削減、業務のない衙門
の撤廃、言論を開き、官民上書の提唱など、②文化教育面における、人
材選抜試験方法の改正、京師大学堂(北京大学の前身)の開設、西洋学教育
を兼ねる学校の設立、訳書局、編訳局の開設、著書活動の奨励、新聞社
や学会の自由開設の許可、留学生の海外派遣など、③経済面におけ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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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業の提唱、たとえば、農工商総局、鉱務鉄道総局、農業組合や商会な
どの設立、鉄道の敷設、鉱産の採掘、全国郵政局の設立と同時に駅の廃
止、国家銀行の創設、国家予算の作成、満族人の特権の取り消しなど、
④軍事面における、陸海軍の精練、兵器製造所の開設、海軍人材の育成
など、となっている。
ただ、日本明治変政考において、明治政府の保守派との戦い、武士
の反乱(例えば西南戦争)、自由民権運動に対する政府の鎮圧などについて
はほどんど触れられなかった。このことから、明治維新の改革が明治天
皇や新政府の指導者の指導の下で、どの改革措置もいかにも秩序よく順
調に遂行されたとする、康有為が意図的な取捨選択を施した明治維新イ
メージが読み取れる。
9月21日、西太后がクーデターを起こし、わずか103日の ｢戊戌の変法｣
は失敗に終わる。光緒帝が頒布した一連の改革措置のうち本格的に実施
されたのはほんのわずかしかなかった。
戊戌の変法失敗の原因について、かつて先行研究では、康有為の改革
は指導者層のごく一部の維新派(帝党)でのみ合意され、西太后を代表とす
る保守派たちの支持が得られなかったこと、康有為が頼りにした光緒帝
に実権がなかったこと、また、康有為が目指す立憲君主制改革目標が皇
位確保を目指す光緒帝と食い違ったこと、改良派には武装勢力がいな
かったこと、封建的地主の土地制度の改革に触れなかったこと、改良派
の明治維新理解が表層的で、形式的なところに流れていたこと、などが
指摘されている(山根一九六二年)。

Ⅵ. おわりに
｢戊戌の変法｣の失敗は明治維新が中国清末改革へ及ぼした影響の終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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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意味しなかった。辛亥革命の指導者，革命家孫文にもその影響が見ら
れるのである。
孫文は、幕末志士の明治維新での役割を次のように記している。｢昔、
日本維新の初め、ただ数人の志士が原動力を為すにすぎなかった。僅か三
十余年で、六大強国に仲間入りした。｣25)と、幕末志士が維新の原動力だ
と位置づけ、その歴史的役割を高く評価し、それを中国の手本にしなが
ら、｢僕は、外でもなく、ただ諸君が中国振興の責任を自らの肩に置くこ
とを願うのみ｣26)と、日本にいる留学生たちに、幕末志士に学び中国革命
の重荷を自らの肩で担ぐよう、多大な期待を寄せた。さらに、幕末の志士
たちによる ｢尊王攘夷｣を中国の ｢扶清滅洋｣の ｢義和団｣と対比させ、ナ
ショナリズムの立場による運動として、両者の共通性を指摘した。
さらに、孫文は幕末志士の唱えた ｢尊王攘夷｣の根本精神を、義和団の
ような ｢民族主義｣および ｢冒険精神｣と同一視した。｢日本の維新は中国
革命の第一歩であり、中国革命は日本維新の第二歩である。中国革命と
日本の維新とは実際同一意義のものである。｣27)と述べたように、孫文は
アジアの独立における明治維新と中国革命との関連を強調し、日本をは
じめ、アジア諸国の連合を主張し、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西欧列強のア
ジア侵略に対抗し、また ｢民族｣ ｢冒険｣の精神でもって中国人民の反侵略
精神をかきたてようとしたのである。
明治維新はただ単に清末の改良派のみならず、革命派にも注目され、
取り上げられ、手本とされていた。このことから、中国清末の政治改革
において明治維新が持つ意味は深遠なるものであ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
はないであろう。
明治維新150週年記念を迎えるにあたり、中国の学界でもシンポジウム
25) ｢東京中国留学生歓迎大会における演説｣、孫中山選集(全2冊)上、73頁、
人民出版社、1956年。
26) 同上。
27) 孫中山全集(全11冊)11、365頁、中華書局、一九八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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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開催など明治維新の再考がいたるところでなされている。言うまでも
なく、明治維新に対する評価は必ずしも一致するものではない。明治維
新により、近代国家を実現した明治日本に対して基本的に肯定的にとら
える評価が多いが、明治近代国家の東アジアとの関わりに対してネガ
ティブな評価も少なくない。拙稿が明治維新の東アジアにおける意義の
再検討の際に些か示唆になることができれば執筆者としては大変幸いに
思う次第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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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al reform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nd the Meiji Restoration / Guo, lian-you
The Meiji Restoration is a major event in world history.Japan established a
unified modern nation under the Meiji Restoration and was the first country to
modernize in Asia.The year 2018 marks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Meiji
Restoration, which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eiji Restoration from various angles.
The Meiji Restoration not only “renewed” Japan, but also greatly influenced
reforms in East Asia, especially in the late Qing Dynasty. In 1898, at the end of
China's Qing Dynasty, the Bogu Incident was an attempt at political reform
modeled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other words, the reformers of the late Qing Dynasty were interested in
what the Meiji Restoration was and how they learned from it and how it was
used in the political reform of the late Qing Dynasty.
This chapter focuses on the reform of the late Qing Dynasty, the reformer
Huang Joon-hun, the leader of Bogu, the thinker Kang Yu-yu, his disciples and
reformist Liang Qichao.
Key Words: the Meiji Restoration, Whang Junhun, Kang YouWei, Liang
Qichao, Yoshida Sh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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莞本≪学蔀通辨≫在中、朝、日的流传

龚 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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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今后的课题

Ⅲ. ≪学蔀通辨≫的朝鲜本与莞本

論文 抄錄
陈建著의 学蔀通辨은 명나라 중후기의 유명한 주자학의 명작으로
‘佛禅陆王’ 등의 賢文이 성현의 장벽을 허물고 정주 이학의 정통적 지위
를 지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글은 여러 판본 이동의 차이점과 유
사점을 심도 있게 비교한 결과, 学蔀通辨의 传本 가운데에 첨각본이라
는 완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본은 내용면에서 초판본, 만력
본 등의 판본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명청시대와 일본 에도시대의 상황을 비교 연
구를 바탕으로 조선의 学蔀通辨의 특징과 일본 에도시대 초기의 간행
본을 파악하였다. 본 学蔀通辨의 중국, 조선, 일본의 3개국의 발행부수
와 필사 등의 조사는 명대의 주자학이 동아시아에 전파되어 발전한 과
정과 그 의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
* 中国社会科学院 哲学研究所 教授
❙ 논문투고일: 2021.04.21 / 심사개시일: 2021.05.17 / 게재확정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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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建著≪学蔀通辨≫是明代中后期朱子学名作，其主旨是要通过廓清
“佛禅陆王”这类遮蔽圣贤之学的蔀障，达到维护程朱理学正统地位的目
的。本文通过仔细对比多种版本的异同，强调了≪学蔀通辨≫传本中存在
“莞本”这一添刻本的情况。“莞本”在内容上与初刻本、万历本等常见版本
有明显的差异。通过与明清中国以及江户日本相关情况的比较研究，本文
确认了属于莞本系统的朝鲜本≪学蔀通辨≫的特色及其在日本江户时代初
期流传的情况。调研≪学蔀通辨≫在中国、朝鲜、日本三国间传阅、传抄
及刊行的情况，有助于把握明代朱子学在东亚地区传播并发挥作用的实际
过程，具有重要意义。)
주제어 : 陈建, 学蔀通辨, 中国, 朝鲜, 日本

≪学蔀通辨≫是明中后期朱子学代表人物之一陈建(1497-1567年)的著
作，其主旨是要通过廓清“佛禅陆王”这些遮蔽圣贤之学的蔀障，实现批驳
陆王学、推崇朱子学的目的。该书诞生于明代的岭南东莞(今广东省东莞
市)，流传于明清中国、李氏朝鲜和江户日本，并在当地思想界引发热议。
了解≪学蔀通辨≫在中、朝、日三国间传抄、传阅及刊刻印行的情况，有
助于切实把握该书在东亚地区流传并产生影响的实际过程，进而推动东亚
朱子学研究。

Ⅰ. 关于≪学蔀通辨≫
≪学蔀通辨≫的作者陈建，生于1497年，卒于1567年。字廷肇，号清
澜，出身于广东东莞。嘉靖七年(1528)中举人。此后会试两次皆为副榜，直
至36岁时才得以选授福建侯官县教谕。在任期间，陈建曾与督学潘潢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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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陆异同相关问题，作≪朱陆编年≫二编。又与巡抚白贲论李东阳≪西涯
乐府≫，作≪西涯乐府通考≫二卷。奉督学江以达之命校≪十三经注
疏≫，书成，由朝廷颁行天下。7年任满，迁江西临江府学教授，集编≪周
子全书≫、≪程氏遗书类编≫。在两任期间，陈建曾受聘为江西、广西、
湖广、云南的乡试。循资升山东阳信县知县，著有≪小学古训≫等。
1544年，陈建时年48岁，他以侍奉母亲为由告老还乡，立志专事著述，
不再出仕为官。
嘉靖二十七年(1548)，陈建在修改旧稿≪朱陆编年≫的基础上完成≪学蔀
通辨≫四编十二卷。后来，陈建又著成≪治安要议≫六卷、≪皇明通纪≫
二十四卷，后者虽在陈建逝世后不久即成官府禁书，但作为个人写当代
史、私人著作明史的先驱之作，≪皇明通纪≫在明清中国和朝鲜半岛都一
直受到关注。另外，据记载，陈建还有≪经世宏词≫、≪明朝捷录≫、
≪古今至鉴≫、≪滥竽录≫及≪陈氏文献录≫等著述。
总体上看，陈建的著述中史书最多，其次是思想方面的，再次是策论类
的。≪学蔀通辨≫即是一部思想著作，“蔀”字意为“覆”、“遮蔽”，语见
≪易≫丰卦爻辞“丰其蔀，日中见斗”。陈建认为，当时圣学不明的要因是
受到三重蔀障的遮蔽危害，它们是：朱陆的早同晚异说、陆学的阳儒阴
释、佛学的近似惑人。于是，驳斥三蔀，以明圣学，分别成为≪学蔀通
辨≫四编的内容。即：≪学蔀通辨≫由前、后、续、终四编构成，其中每
编又分为上中下三卷，共有十二卷。陈建在此书“总序”中将各编内容归纳
为：“前编明朱、陆早同晚异之实；后编明象山阳儒阴释之实；续编明佛学
近似惑人之实；而以圣贤正学不可妄议之实终焉”。
≪学蔀通辨≫在中国大陆的影响分成前后两个时期，即万历三十三年之
前与之后。一般认为，在万历三十三年顾宪成(泾阳)作序推崇≪学蔀通辨≫
之前，此书未能产生广泛影响；而在这种载有顾宪成序文的万历本≪学蔀
通辨≫刊行之后，此书开始受到各方面的关注，最终成为“朱陆之辩”的论
争中“尊朱排陆”一派的代表性文献之一，是明清思想史上一个不容忽视的
环节。具体而言，在前一个时期，虽有与陈建同时代的黄佐(香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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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566年)等人的赞赏，但从全中国范围看来，它在思想界的反响远不及
后一时期显著。而在后一个时期，人们对≪学蔀通辨≫的褒贬评说持续不
断。赞扬者有以顾宪成为代表的晚明“东林党”人、顾炎武、陆陇其等人。
顾炎武称赞陈建≪学蔀通辨≫和罗钦顺≪困知记≫都是“今日中流之砥柱
矣”(≪日知录≫卷十八)；陆陇其(1630-1692年)也称 “陈清澜立传，最足为考
亭干城”(≪三鱼堂文集≫卷五)。与此同时，站在维护陆王学的立场对陈建
及其≪学蔀通辨≫提出批评乃至大加贬损者也不在少数，如康熙时的李绂
在≪朱子晚年全论≫“凡例”中称陈建为“朱子之罪人”。乾隆年间，吴鼎特
意撰著≪东莞学案≫一书，诋骂陈建“全为阿附阁臣，排陆以陷王”而作。
完成于乾隆五十七年(1792年)的≪钦定四库全书≫在其“存目”部分收录≪学
蔀通辨≫，四库馆臣在他们撰写的“四库提要”中对该书评价不高，嫌作者
陈建的态度属于“毒詈”，对陆(九源)氏的评价“未能平允”。清末民初，钱
穆、梁启超等都对≪学蔀通辨≫有过评论。钱穆的评价颇高，他说“其书愈
后愈深入，愈见精语络绎错出。若专以辨正篁墩、阳明之论视此书，亦失
此书用力之所在矣”；而梁启超则看法相反，称“他(陈建)的书纯然破口漫
骂，如何能服人？”(≪中国近三百年学术史≫)持论较平的学者也承认“其
(陈建)思想实有可述者”。这些褒贬不一乃至尖锐对立的评价，也从一个侧
面证明，≪学蔀通辨≫问世后曾在较长时期内受到了中国儒学界多方面的
关注。

Ⅱ. ≪学蔀通辨≫的“初刻本”与“莞本”
到目前为止，在≪学蔀通辨≫的多种版本中，有两种知名度最高。一是
被认为是嘉靖二十七年(1548)刊刻的“初刻本”，另一种是卷前附有万历三十
三年(1605)顾宪成序文的版本，简称“万历本”。
≪学蔀通辨≫初刻本的影印本或校点本已以多种形式出版，当代人很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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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通过阅读这种版本了解此书内容。例如，≪四库全书存目丛书≫(1995年)
和≪续修四库全书≫(2002年)的子部儒家类、吴长庚主编≪朱陆学术考辨五
种≫(2000年)、≪儒藏 · 精华编≫“子部 · 儒学 · 性理之属”(2013年)均采用这
一版本。
≪学蔀通辨≫“万历本”在当时多位朱子学支持者的努力下，更由于明代
东林派领袖顾宪成作序推动，其知名度和影响力大增。这次刊刻在客观上
提升了≪学蔀通辨≫在宋明理学史中的地位，也正是由于该书的知名度大
大超过以往，以至于有的后世学者误认为“万历本”是≪学蔀通辨≫的初刻
本1)，这一点应予纠正。
然而，经进一步调查获知，在初刻本和万历本之间，还存在≪学蔀通
辨≫的“莞本”和朝鲜本两种版本，它们的内容与初刻本和万历本这两种知
名版本均有不同之处，其特色和影响值得关注。尤其是早于“万历本”30余
年，朝鲜本≪学蔀通辨≫已在万历元年(1573年)刊行问世，相当于。此版本
于16世纪末辗转至日本列岛，影响了江户一代儒宗藤原惺窝、林罗山等
人。从≪学蔀通辨≫在东亚的影响这一角度看，此朝鲜刻本的意义较大，
有必要研究其底本来源、在传本谱系中的定位等等与其流传相关的问题。
下面先分别介绍≪学蔀通辨≫的“初刻本”、“莞本”这两种早期版本，然
后再讨论朝鲜本与它们的关系。

(一) ≪学蔀通辨≫的初刻本
目前学界公认≪学蔀通辨≫的初刻本是现藏北京大学图书馆的明代“嘉靖
二十七年刻本”2)。≪中国古籍善本总目≫著录此书的特点为：

1) 认为万历三十三年顾序本是初刻本的主要有：荒木见悟≪学蔀通辨解题≫(冈田
武彦、荒术见悟主编≪和刻本近世汉籍丛刊思想三编·学蔀通辨≫，中文出版
社，1977年，第1页)、侯外庐/邱汉生/张岂之≪宋明理学史≫(人民出版社，
1987年。第534~535页)、吉田公平≪陆象山与王阳明≫(研文出版，1990年，第
243页)等。
2) 北京大学藏本卷内钤“缪曰藻印”、“文子”等印记，此版本的影印本已收入≪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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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蔀通辨≫前编三卷、后编三卷、续编三卷、终编三卷。明陈建撰。
明嘉靖刻本，十行二十字，白口，四周单边，有刻工。
对照该书影印本可进一步确认到，此版本共有四编十二卷，每半叶十
行、每行二十字，版心为上单鱼尾、下鱼尾处有单横线、白口，版心内自
上而下刻有编次、卷次、叶次、刻工名，卷前有陈建“学蔀通辨总序”，此
序末署“嘉靖戊申孟夏初吉东莞陈建书于清澜草堂”，卷后有陈建跋文一
段。“总序”末署的“嘉靖戊申”即明代嘉靖二十七年(1548)，严格地说，这是
此书写成的年份，不能断言这即是该书刻成问世的时间。

(二) ≪学蔀通辨≫的“莞本”
清人陈伯陶(1855-1930年)民国十八年(1929)重刻≪学蔀通辨≫，他在该书
“跋文”中写道：
(≪学蔀通辨≫)莞中旧有刻本。余得顾苍岩校本，前有泾阳、苍岩两
序，“莞本”无之。“莞本”后编卷中末有“补遗”一条，盖清澜续增者，“顾本”
无之，兹刻补入。3)
意即，陈伯陶手边有“莞本”、“顾本”2种版本，二者的不同之处是：“顾
苍岩校本”即“顾本”卷前有泾阳(即顾宪成)、天挺(即顾苍岩)二人各写的一篇
“序”，但其中没有“莞本”中有的一条“补遗”；而“莞本”中无“泾阳、苍岩两
库全书存目丛书≫(影印本，1995年，济南：齐鲁书社)和≪续修四库全书≫(影
印本)，校点本已收入≪朱陆学术考辨五种≫(吴长庚主编，南昌：江西高校出
版社，2000年)、≪儒藏·精华编≫(第195册，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3年)
等。
3) 中国国家图书馆藏聚德堂丛书本≪学蔀通辨(辩)≫附陈伯陶跋文中写道：“莞中
旧有刻本。余得顾苍岩校本，前有泾阳、苍岩两序，莞本无之；莞本后编卷中
末有补遗一条，盖清澜续增者，顾本无之，兹刻补入。泾阳序似与清澜本旨相
戾，然表章于废坠之余，厥功甚伟。学者分别观之，可也。辛酉六月晦日陈伯
陶谨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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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但在该书“后编卷中”末尾处有“补遗一条”。陈伯陶认为这条“补遗”是
“清澜续增”，即由陈建在初刻本完成后增补添刻进去的。
由于前述≪学蔀通辨≫初刻本和万历三十三年顾宪成序本的“后编卷中”
末尾处均没有“补遗一条”，所以，如果只使用收入≪四库全书存目丛书≫
和≪续修四库全书≫“子部儒家类”、≪朱陆学术考辨五种≫、≪儒藏·精华
编≫“子部 · 儒学 · 性理之属”中的≪学蔀通辨≫“初刻本”，则无法看到这段
题为“补遗”的文字，故在此将这段内容全文抄录并加标点如下：
按：宋末周公瑾所著≪齐东野语≫谓：横浦张氏子韶、象山陆氏子静，
皆以其学传授。而张尝参禅宗杲，陆又参杲之徒得光，故其学往往流于异
端而不自知。近日河南崔后渠侍郎铣序湛甘泉所著≪杨子折衷≫，谓佛学
至达摩、曹溪，论转径截。宋大慧授之张子韶，其徒得光又授之陆子静，
子静传之杨慈湖，衍说诩章，益无忌惮。诋毁圣贤，重为道蠹。近世论象
山师友渊源，莫具于此二言矣。愚谓：象山养神底里，近世学者既未尝勘
破似此师承传授隐微，亦未尝考识，而轻信其改换遮掩之言，所以坐为所
蔀也。由今观之，然后知象山养神宗旨皆出于宗杲、得光之绪余，而陆学
无复辨矣。4)
陈伯陶所称“顾本”中有“泾阳、苍岩两序”，泾阳(即顾宪成)序是为万历三
十三年(1605)刊刻此书而作，苍岩(即顾天挺)序是为康熙十七年(1678)再刻此
书而作。因早于万历三十三年顾宪成序本的朝鲜本≪学蔀通辨≫中已有莞
本中所见“补遗”一段，可知“莞本”刻于“顾本”之前。关于朝鲜本的情况，
下文还将详述。
“莞本≪学蔀通辨≫”是个新名称，本稿用它表示在≪学蔀通辨≫初刻本
4) ≪齐东野语·道学≫原文：“有横浦张氏子韶，象山陆氏子静，亦皆以其学传
授。而张尝参宗杲禅，陆又尝参杲之徒德光，故其学往往流于异端而不自
知。”(宋周密/张茂鹏点校，≪齐东野语·道学≫，唐宋史料笔记丛刊，中华书
局，1983年初版，1997年第二次印刷) 20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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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础上增补有一段“补遗”的那种版本。属于莞本系统的版本——即在莞本
≪学蔀通辨≫基础上有所增删的版本后来在中、朝、日各国均可见到，但
“莞本≪学蔀通辨≫”的存世刻本并不多见5)。
调查发现，日本国立公文馆(原内阁文库)标注“明刊本≪学蔀通辨≫”的一
种版本符合“初刻本+补遗”

这一“莞本≪学蔀通辨≫”的特征要求。以下略

述这一新发现的莞本≪学蔀通辨≫的主要特征。
首先，日本国立公文馆馆藏目录提供的书志信息如下：
书名：学蔀通弁6)
著者：陈建
版本：刊本
年代：明
册数：4册
卷数：前编、后编、续编、终编各三卷
旧藏者：红叶山文库
请求番号(即索书号)：子008-0009
经目验原书，补充相关信息如下：
书名题签：学蔀通辨(各册封面题签书题下分别标“一”、“二”、“三”、
“四”以示册别)
外形：四眼线装
书外围尺寸：27cm 长/ 半廓16cm宽
行款：正文每半叶十行、每行二十二字
版式：黑对鱼尾，白口，四周单边，鱼尾内自上而下有编次、卷次、叶
次。无刻工名。

5) 张伯桢于光绪三十四年(1908)雇人抄写了陈建后代保存在东莞家中的此本。
6) 在现代日语中，“辩”、“辨”二字均统一简化为“弁”字。下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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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记：正文首页右上朱方印一枚，印文为“日本政府图书”；前编卷上首
页朱方印2枚，其中一方印文为：“平湖县儒学社”，另一方印文模糊不清，
无法识读。
序跋：陈建自序、自跋
其他：对比初刻本，后编卷中文末多出“补遗”一条。
由上可知，此版本的≪学蔀通辨≫后编卷中文末比初刻本多出“补遗”一
条，符合“初刻本+补遗”这一“莞本≪学蔀通辨≫”的特征要求，所以，日本
国立公文馆所藏标注为“明刊本≪学蔀通辨≫”的这种版本是最接近“莞本≪
学蔀通辨≫”的一种版本，值得重视。

Ⅲ. ≪学蔀通辨≫的朝鲜本与莞本
朝鲜宣祖七年(1573)，国王下令在朝鲜公开刊行≪学蔀通辨≫。这次刊刻
距该书初刻的嘉靖二十七年(1548)仅有25年，比前述顾宪成作序、影响卓著
的万历本≪学蔀通辨≫(刻于1605年)的刊行早32年。
≪朝鲜王朝实录≫清楚地记载了≪学蔀通辨≫在朝鲜得以刊行的过程。
在1573年三月丁酉日的记录中，特进官左议政朴淳、特进官检知柳希春、
修撰柳成龙7)等一批拥护朱子学的儒官们请求当时的宣宗国王批准出版≪学
蔀通辨≫。具体记录是：
左相(指左议政朴淳——龚颖注)等更秩进言，语及王守仁自圣无忌，诋

7) 1569年1月，28岁的柳成龙以“圣节使书状官兼司宪府监察”的身份与朝鲜国王所
派使节团一起赴明朝都城北京，并在太学中与太学生们就当时的儒学界现状问
题有过交流，明确表示了自己的朱子学立场。他在北京其间还与明代的太学
生、学者们有过交流，但未发现有关≪学蔀通辨≫的记录。详见柳成龙所著
≪西崖集≫中的“年谱”，≪韩国文集丛刊≫52，【韩】民族文化推进会，1990
年，第49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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毁朱子，中国好经者从而和之。陈建著≪学蔀通辨≫，此扑辟异端之正
论，宜令校书馆开板，又于湖岭亦然。8)
针对朝臣们的这项提议，国王却说“王守仁亦有才气，建功业”，肯定王
阳明的事功业绩，不赞成彻底否定阳明的观点。国王和朝臣们接下来的讨
论是围绕应当如何评价王阳明这个人物及其思想学说展开的。但是，由于
国王与儒官们的观点意见没能达成一致，所以≪学蔀通辨≫最终未能立即
获准刊行。
同年四月辛酉日，儒官们再度请求宣祖批准刊行≪学蔀通辨≫，这次他
们获得了成功。≪朝鲜王朝实录≫记载道：
希春又陈，顷日请开≪学蔀通辨≫之板至于数处。上教以为烦，二、三
处开板固烦，一处开板无妨。朴左相从而赞之。上曰：书册愈多而人愈不
学，故以为不急耳。希春又陈，前进六书附录上卷有数处当修补，乞下其
册，既毕而退。上传教曰：≪学蔀通辨≫开刊及内训加印出事，下校书
馆。9)
至此，≪学蔀通辨≫终于获准得以在朝鲜境内刊刻出版，朝鲜本≪学蔀
通辨≫也从此诞生。目前，韩国、日本等地的图书馆都收藏有该书的这个
版本。日本国立公文馆(原内阁文库)保存有一部属于江户时代前期儒学者林
罗山(1583—1657年)旧藏的朝鲜本≪学蔀通辨≫，馆藏目录提供的该书基本
信息如下：
书名：学蔀通弁
著者：陈建(明)

8) ≪朝鲜王朝实录≫21卷，【韩】国史编纂委员会，1971年，第258页。
9) ≪朝鲜王朝实录≫21卷，【韩】国史编纂委员会，1971年，第261页。

莞本≪学蔀通辨≫在中、朝、日的流传 249

版本：刊本，朝鲜
年代：明
册数：4册
卷数：前编、后编、续编、终编各3卷
旧藏者：林罗山
请求番号(即索书号)：别022-0003
备注：林罗山手校、林鹅峰手跋本、续编林罗山补抄
笔者经目验原书，补充相关信息如下：
书题：学蔀通辨(各册封面题签书题下分别标“春”、“夏”、“秋”、“冬”以
示册别)
外形：五眼线装、刻本
行款：正文每半叶十行、每行二十二字；注双行
版式：大黑口，内向混叶花纹鱼尾，27.4cm 长/半廓16.8cm，四周单边，
鱼尾内自上而下有编次、卷次、叶次。
印记：总序首页右上有朱方印“林氏藏书”一枚、右下有长方朱印“浅草文
库”、“江云渭树”各一枚，卷末页有朱方印“昌平坂学问所”一枚，林鹅峰批
注一行；后编卷首页右上有方朱印“林氏藏书”一枚、右下有长方朱印“浅草
文库”一枚，卷末页有方朱印“昌平坂学问所”一枚；续编卷首页右上有朱方
印“林氏藏书”一枚、右下有长方朱印“浅草文库”一枚，卷末页有朱方印“昌
平坂学问所”一枚；终编卷首页右上有朱方印“林氏藏书”一枚、右下有长方
朱印“浅草文库”印记一枚，卷末页有朱方印“昌平坂学问所”印记一枚，林
鹅峰批注数行。
序跋：陈建自序、自跋
其他：与初刻本对比可见，后编卷中文末有“补遗”一条；终编卷下缺少
该卷的第21条、第22条、第23条共3条的内容。
关于上述朝鲜本≪学蔀通辨≫“终编卷下缺少第21条、第22条、第23条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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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条的内容”一事值得关注，在此先抄录其内容并加标点如下，留待日后分
析研究。
【第21条】或曰：“此编辟佛，视胡致堂≪崇正辩≫，异同如何？”曰：
“致堂辩佛下一截粗迹之蔀也，惧其惑庸愚也。此编辩佛上一截心性之蔀
也，惧其惑高明也。同异大槩如此。”
【第22条】朱子≪答詹元善书≫谓“儒名而释学，潘、张犹其小者。苏氏
兄弟乃以仪、秦、老、佛合为一人，其为学者心术之祸最为酷烈，而世莫
之知也”。愚谓近世倡为阳儒阴佛，颠倒早晚，援朱入陆者，正是仪、秦、
老、佛合为一人，其为学者心术之祸尤烈。尝阅吾≪广州志≫，宋有梁观
国者，生在朱子前，卓识特行，力排释老。时苏氏文章擅名天下，独观国
不与也。谓其杂以禅学、饰以纵横，非有道者之言。著≪议苏文≫五卷以
驳之，胡敬堂亟称焉。呜呼！苏氏之学，在朱子前无人敢置喙窃议者，而
观国独议之；陆氏之学，自朱子后无人敢昌言显排者，而霍渭厓亟排之。
吾郡若二公，可谓超世豪杰之士。
【第23条】近见河南崔后渠侍郎铣序≪杨子折衷≫[湛甘泉著]。谓“佛学
至达摩、曹溪，论转径截。宋大慧授之张子韶，其徒得光又授之陆子静，
子静传之杨慈湖。衍说诩章，益无忌惮。诋毁圣贤，重为道蠹。不有整
庵、渭厓诸公，道何由明乎10)！按：崔公此叙甚确，笫未详得光授子静来
历、出何书。必有明据，恨闻见孤陋，不及见崔公叩之，姑记俟考。
综合上述信息，可归纳得出≪学蔀通辨≫的朝鲜本与初刻本、莞本之间
的主要异同点。
首先，从版本特征看，朝鲜本≪学蔀通辨≫的行款与版式不同于初刻本
的“十行二十字、白口、四周单边、有刻工”，而与“正文每半叶十行、每行
二十二字”的莞本≪学蔀通辨≫相同。

10) 此处“道何由明乎”一句在≪学蔀通辨≫的初刻本和莞本中均为“中华其夷乎”。

莞本≪学蔀通辨≫在中、朝、日的流传 251

其次，从文献内容看，朝鲜本与初刻本之间最明显的差异有2处：(1)朝鲜
本≪学蔀通辨≫后编卷中文尾处有“补遗”一条，初刻本无之；(2)朝鲜本的
终编卷下缺少初刻本原有的第21~23条的内容。
朝鲜本与莞本之间的同、异之处分别是，二者行款相同、都有“补遗”一
条；不同的是，莞本≪学蔀通辨≫终编下卷的第21、22、23条的3条内容，
在朝鲜本中未能见到。
如果根据有无“补遗”一条、终编下卷有无“第21~23条”这两方面的特征要
素，将上述初刻本、莞本、朝鲜本以及其他几种代表性版本加以整理，可
得到如下【表】的呈现。
【表】
项目
版本

补 遗 第21、22、23条

备 注

初刻本

无

有第21、22、23条

万历本

无

有第21、22、23条

莞本

有

有第21、22、23条

朝鲜本

有

无第21、22、23条

日本宽文本

有

有第21、22、23条

陈伯陶刻本

有

有第21、22条
无第23条

聚德堂丛书本

张伯桢抄本

有

有第21、22、23条

张伯桢抄自东莞陈建后代家藏本
(1908年)

由上【表】可以清楚地看到，朝鲜本的内容与初刻本和莞本都有不同之
处，它有自己的特色。但笔者依据这种情况，将朝鲜本判归入莞本系统，
主要因它有“补遗”一条。换言之，朝鲜本所用底本不是初刻本，而是随后
经添刻而成的莞本≪学蔀通辨≫。
查阅万历十三年(1585)版≪册板目录≫记载的全罗道“六日程”地区“全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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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项，可见到≪学蔀通辨≫的书名11)，说明那时此书已在朝鲜境内流通。

Ⅳ. 朝鲜本≪学蔀通辨≫在日本的流传
朝鲜本≪学蔀通辨≫在16世纪末流传至日本列岛，对推动朱子学在日本
的传播发挥了独特作用。江户时代初期的藤原惺窝、林罗山、林鹅峰等儒
学界重要人物都读到了这种朝鲜刻本。
林罗山22岁(1604年)时记录的≪既读书目≫中已有≪学蔀通辨≫，其师藤
原惺窝也向他借阅过此书。藤原为经编≪惺窝先生文集≫卷十二中，有一
封标明时间为“丙午(1606年)十一月八日”的书信，藤原惺窝在信中对林罗山
说“≪学蔀通辨≫遣之”。林罗山编≪惺窝文集≫卷三中，有一封标明“丙午
(1606年)腊月二日”的信，藤原惺窝写道：
≪学蔀通辨≫还来。清澜堂为足下预著此一编乎！足下之痒处，不可俟
麻姑之仙爪，
如何？一笑。12)
可见，藤原惺窝和林罗山二人围绕这部≪学蔀通辨≫有过借书、还书的
交流，而且藤原惺窝已经观察到林罗山的一些想法与此书中的思想观点有
相通之处。
在前述林罗山旧藏朝鲜本≪学蔀通辨≫内，通部有朱笔添加的句读点，
其前编、后编和终编共三册均为完整、精致的朝鲜刻本，“续编”一册全为
墨笔抄补。此本卷末即“终编卷下”文尾处，有林氏父子二人题记共3条。最
先，林罗山朱笔标记“戊申冬罗浮点”，“罗浮”即林罗山自称，“点”为加点
句读之意，“戊申”是日本庆长十三(1608)年；其次，有罗山事业继承人、三

11) ≪朝鲜时代书目丛刊≫(第3册)，第1453页。
12) ≪藤原惺窝集≫，ぺりかん社，1978年复刊，第27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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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林鹅峰手写题记二则，一是“延宝己未孟冬十一日一见り

林学士”，此

处的“延宝己未”是日本延宝七年的1679年，林鹅峰去世的前一年；二是以
“鹅峰叟”之名记其“先考”罗山珍爱并亲笔补抄此书之事，并叮嘱后代珍藏
之。林鹅峰写道：
先考一生尊朱排陆，得≪学蔀通辨≫，卷舒不措。惺窝先生手简有言曰
“清澜堂为足下豫著此一编乎！足下之痒处，不可竢麻姑之仙爪”，是也。
此本即先考所加朱点，就中“续编”一册，亲笔过半。往年一览，今又再
读，感怀殊切。一家至宝，十袭密藏传子孙，以为贻厥之证。鹅峰叟。13)
鹅峰把此书视为“一家至宝”，十分重视，林氏家族两代人共有的这种思
想态度势必影响着后来的林氏子孙乃至那以后的江户儒学界。
不只在儒学者之间，≪学蔀通辨≫也曾在武家政权的藩国和天皇朝廷中
传阅。宽永元年(1624)三月，尾张藩曾应天皇朝廷的要求，借给他们三十二
册藩内藏书，半年后这些书又被悉数归还。记录这一情况的≪禁中御借戾
书目≫中就有≪学蔀通辨≫，书名后标注有“鲜”、“二”字样，表示这是朝
鲜刻本、共二册。尾张藩所藏朝鲜刻本≪学蔀通辨≫与林罗山旧藏朝鲜本
≪学蔀通辨≫的版式特征完全相同。将军德川家康去世时，他藏书的一部
分赐给了尾张藩藩主、他的第九个儿子德川义直，这其中的部分书籍是
1592年丰臣秀吉攻打朝鲜半岛时劫掠而来。因此，尾张藩德川家分得的这
批藏书中有朝鲜刻本实属正常。尾张藩从家康处所得书籍的主体部分现存
于名古屋市蓬左文库，其中有一部≪学蔀通辨≫，据编目描写的该书特征
是：“朝鲜旧刊，黑口十行本，据嘉靖中刊本重刊，松平秀云题签。” 藏书
检索目录还记载该书有“御本”印记，属于“骏河御让本”，即从德川家康处
获赠书藉之一。
江户时代曾多次刊行≪学蔀通辨≫。其中有两次最重要，一次是宽文三

13) 原文在内阁文库藏林罗山手泽本≪学蔀通辨≫卷末。影印本见≪鹅峰先生林
学士文集≫卷第一百零四，ぺりかん社，1997年，第45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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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年，另一次是安政四(1857)年。前者出版早，影响大，是由朱子学家
安东省庵(字守正，1622－1701年)应出版商的请求，在为≪学蔀通辨≫加注
训点后，首次刊行的和刻本。此版本虽然总体上是以万历本为底本，但其
中有前文述及的“补遗”一条，可以说它也包含着莞本≪学蔀通辨≫的因
素。后者是作为“官版”刊行的，所用底本是清康熙十七(1678)年刊顾天挺
(苍岩)作序的启后堂刊刻本14)，同时以朝鲜本校勘。

Ⅴ. 今后的课题
清末赴日访书的读书人杨守敬(1839-1915年)曾由日本将一部茶色厚皮纸
封面、五眼装订的抄本≪学蔀通辨≫携回中国，此本的内容和装帧样式都
与刻本的朝鲜本≪学蔀通辨≫相同。此抄本中有“补遗”一段，具有莞本的
典型特征。这部莞本系统≪学蔀通辨≫抄本回流中国，促成了一段名副其
实的东亚书籍环流佳话。
本稿介绍了莞本≪学蔀通辨≫在中国、朝鲜半岛和日本流传的情况，确
认了对江户儒学影响甚大的朝鲜本≪学蔀通辨≫的特色——既有莞本的特
征，又有不同于莞本之处。然而，朝鲜本所具有的这些特色的意义何在？
要回答这个问题，需要对16世纪中期以后的东亚朱子学的状况有全面的理
解和把握，还需要对≪学蔀通辨≫文本作进一步深入的解读。这些工作都
需要靠长期的努力才能有所推进。同时，还有下面一些迷题有待解答。例
如，莞本≪学蔀通辨≫出自居住在岭南东莞的陈建之手，它是怎样跋山涉
水抵达远在朝鲜半岛的朝鲜读书人手中的？它在朝鲜半岛又有过何种经
历？与它在中国、日本的经历有何异同之处？如果能获得这些问题的谜
底，我们就能够更好得理解明代中后期朱子学在中国大陆的存在状况，也

14) 此顾天挺序本删去了万历三十三年刻本后附吴中立跋，后在康熙五十年(1711)
再版。同治五年(1866)，正谊书局对其重新校正，再次刊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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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以更多地知晓当时中、朝、日读书人在思想学术方面的交流情况。要想
更好地解答这些问题，当然首先需要笔者今后进一步扩展视野、深入调
研。同时，也热诚期望今后能获得中、韩、日研究同行们的大力协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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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partment of Xuebutongbian, in China, Korea and Japan in Guan Ben / Gong ying
Chen Jian's Comprehensive Study is a famous work of Zhu Zi in the mid to
late Ming Dynasty, whose main purpose is to protect Cheng Zhu Li's orthodox
position by clearing the drape barrier of such sages as “Buddha Zen Lu Wang”.
By carefully compar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various versions, this
paper emphasizes the existence of the additional edition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content of “Wanben”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edition, the
Wanli edition and so on.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with China and Edo
Japan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which belongs to the Wando system, and
its circulation in the early Edo period in Japan.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investigate the circulation, transcription and publication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Key Words: chen jian, Xuebutongbian, China, Kore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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鄉校的當代定位思考與未來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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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

論文 抄錄

한국 234소의 향교는 한국 儒家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었으며
경시하면 안 되는 유가 문화를 전파했던 힘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이다. 본 논
문에서는 첫째, 전국 각 지방 향교의 기원 시기와 건축군의 외삼문의 특징, 문
화재의 등급 및 판정 연대 등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둘째, 각각의
道에 있는 향교의 특징을 찾아보았다. 셋째, 향교가 당대 유가 경전과 지방 유
가 문화에 관련된 역사 자료를 보존하는 역할 및 시대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향교가 미래 발전에 기울여야 하는 관건도 제시하였다.

(韓國的234所鄉校是韓國儒家精神和文化的代表，是不可忽視的儒家文
化的傳播力量。本文針對全國各地鄉校的起源時期、建築群中外三門的特
點、文物的等級及鑒定年代等資訊做了詳盡的整理分析，找出了各道所保
有的鄉校的特點，並思考了鄉校在當代所具有的保存儒家經典和地方儒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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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史料的作用以及不適應時代發展的一些問題，提出了鄉校在未來發展
中應該傾注力量的關鍵點。)
주제어 : 韓國, 鄉校, 建築, 文物, 職能, 儒家

Ⅰ. 緒論
鄉校在當代中國已經成為歷史，但在韓國卻繼續延續著其血脈，不僅有
著現在時，而且還會有值得期望的將來時。韓國的鄉校自高麗仁宗年間誕
生以來，1)經歷了朝鮮朝初期“一邑一校”的興盛期後，又經受了歷代的行政
區分離與合併、各個時期的火災、壬辰倭亂、丙子胡亂、日帝強佔、六·二
五戰爭等各種變故。移址、重建、遭毀、再建是鄉校得以保存下來的必經
之路，當下的234所鄉校都是從光復後重新整修的成果。鄉校具有不滅之韌
性象徵著儒家精神所蘊含的永恆性，必當繼續指導人類社會的和諧前進。
然而，在永恆性的前提下，鄉校卻也呈現出了弱小的一面。甲午改革以
後喪失了正規學校的教育功能而只剩下祭祀職能的鄉校，二十世紀六十年
代隨著‘財團法人成均館’的成立，而成為了具有法定地位的一種正式宗教—
—儒教的中堅力量。儘管儒教被稱為韓國八大宗教之一，但其正式的信徒
卻從1985年的483,366名減少到了2015年的75,703名，2)完全無法匹敵於基督
教和佛教。殘酷的數字比較在很大程度上反映了儒家思想在韓國民眾中影
響的直線下降，其中的問題到底在哪兒，責任該誰承擔，不得不說應該是
鄉校應該反思的。
本文通過對234所鄉校的調查整理，在釐清目前鄉校生存狀態和特徵的同
時，也嘗試揭示其亟需改善的地方，以期有益於其跟緊時代的步伐，更期
1) 李燕，｢從 朝鮮王朝實錄 看鄉校衰落的內因｣，國際言語文學 第四十七號
(韓國首爾)，2020.12，pp.169-170.
2) 韓國文化體育觀光部的 2018年韓國的宗教現況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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待儒家思想由此而重現光輝。

Ⅱ. 鄉校的現存狀態
1. 建築特點
作為儒家傳統建築，針對鄉校建築研究的成果不僅豐富，而且還有文化
財管理局出版的集大成者之 韓國的鄉校建築。此書無比詳細地整理了21
世紀以前韓國鄉校的各個細節，甚至於草木台階皆為納入，專業而詳盡。
若再就建築細節贅述的話，無異於嚼蠟。因此，根據此書所提供的信息主
要從兩點來簡述一下還不怎麼受關注的點。
首先，從創建時代來看各地鄉校的起源狀況。
根據文化財廳官網公佈的數據及各鄉校標識牌展示的信息進行整理後，
可以大致了解到現存的234所鄉校中，始創年代清晰而屬於高麗時期的佔有
約15%的比例(35所)，其中確切數據最早的應該是忠清南道始建於高麗顯宗
1年(1010)的結城鄉校，其次當屬江原道創建於高麗睿宗5年(1110)的旌善鄉
校，再次則是創建於高麗仁宗5年(1127)的京畿道金浦鄉校·通津鄉校、仁川
的江華鄉校 · 富平鄉校·喬桐鄉校。高麗時期創建的鄉校中，慶尚道12所(慶
北9所)，忠清道、全羅道各6所，江原道、京畿道各4所，仁川3所。慶尚道
的建設熱度要高於其他各地。
另外，除去慶尚北道的盈德鄉校、江原道的華川鄉校這2所年代不詳的，
還有現當代建於1905年的忠清南道鰲川鄉校、建於1965年的慶尚南道江陽
鄉校、建於1995年的慶尚南道東海鄉校外，剩下的194所都应该創建於朝鮮
時期，約佔總數的83%。而其中，確定於太祖年間(1392-1397)創建的鄉校共
51所，佔鄉校總數的約22%，慶尚道16所(慶北13所)，忠清道13所，全羅道
12所(全南7所)；確定於太宗年間(1401-1418)創建的鄉校共35所，佔鄉校總數
的15%，全羅道11所(全北10所)，忠清南道10所，慶尚道7所(慶南5所)；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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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於世宗年間(1418-1450)創建的有25所，約佔鄉校總數的11%，全羅道和慶
尚道各10所，佔了絕大多數比例。由此可以得知，朝鮮朝建國前50多年間
誕生的鄉校佔了整個朝鮮時期的57%左右，同時佔了所有鄉校的47%左右。
而這個數值還未包括那些創建年代尚未清晰的，隨著以後年份的確立，這
一數值有可能會再上升。世宗之後，雖歷代都有確定創建的鄉校，但數目
都沒有超過10的。其餘的就是一些不確定朝鮮朝哪一年代的了。
以上的創建年代數據顯示，全國各道對鄉校的重視度最高的非慶尚道莫
屬，從高麗時期到朝鮮時期，歷代新增鄉校慶尚道都規模居前，甚至於當
代最後新增的兩所鄉校也屬於慶尚道；朝鮮時期，鄉校經歷了太祖至世宗
年間的廣興階段後，遂進入平穩發展期。因為行政區域的有限性，鄉校也
無法持續不斷地大興。更為可喜的是，鄉校的生命並沒有斷裂，每隔幾十
年還是會有新的鄉校出現。
其次，鄉校建築所呈現的地域性。
作為一所工整的鄉校，必須具備的建築物包括享祀空間的大成殿、東
廡、西廡和教學空間的明倫堂、東齋、西齋以及分隔這兩個空間的內外三
門、引導進入鄉校空間的紅箭門，而其他建築物則是看地方行政能力行事
了。所以很難將一個地域的鄉校整齊劃一，然而有一個特點是很明顯的，
即外三門的樓閣化。北方鄉校間或會有外三門以樓閣的形式出現，而到了
慶尚南道則絕大部分鄉校都是樓閣化的外三門。具體示例如下：
京畿地區：通津鄉校外三門為“風化樓”，安城鄉校外三門為“風化樓”(11
間)。
江原地區：春川鄉校外三門為“藏修樓”，寧越鄉校的外三門為“風化
樓”，洪川鄉校的外三門為“石花樓”，麟蹄鄉校的外三門為“靈昭樓”(通透
型)，平昌鄉校為“風化樓”。
忠南地區：大田的鎮岑鄉校外三門為“興學樓”，定山鄉校的外三門為“菁
莪樓”(5間)。
忠北地區：堤川鄉校外三門為“風化樓”，丹陽鄉校外三門為“風化樓”(5
間)，鎮川鄉校外三門為“風化樓”(5間)，懷仁鄉校、沃川鄉校都是明倫堂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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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三門連體式樓閣，上為明倫堂，下作出入用的外三門。
全南地區：光陽鄉校外三門為“風化樓”，麗水鄉校外三門為“風化樓”，
突山鄉校外三門為“風化樓”。
全北地區：金溝鄉校的外三門為“風化樓”，金堤鄉校的外三門為“風化
樓”(5間)。
慶南地區：27所鄉校中有20所的三門為整齊劃一的三間式二層通透型樓
閣，只不過名稱略有不同。其中昆陽鄉校、漆原鄉校、固城鄉校、密陽鄉
校、昌原鄉校、 統營鄉校、三嘉鄉校、草溪鄉校、晉州鄉校、馬山鄉校、
河東鄉校、金海鄉校、咸安鄉校都是名為最常見的“風化樓”，而宜寧鄉校
稱為“數仞樓”，安義鄉校稱為“在川樓”，山清鄉校稱為“浴沂樓”，陝川鄉
校稱為“詠歸樓”，咸陽鄉校稱為“太極樓”，居昌鄉校稱為“春風樓”，梁山
鄉校稱為“風詠樓”。
慶北地區：40所鄉校中有11所鄉校的外三門屬於二層樓閣型，但名稱各
不相同，規模也多有變化。維持一般三間式通透型的有慈仁鄉校的“慕聖
樓”、清道鄉校的“思樂樓”、永川鄉校的“牖來樓”、清河鄉校的“闡化樓”和
禮安鄉校的“養浩樓”。五間式通透型的有安東鄉校的“莪菁樓”、順興鄉校
的“詠歸樓”、英陽鄉校的“育英樓”、義城鄉校的“光風樓”和興海鄉校的“太
和樓”。另外，善山鄉校的“莪菁樓”則是七間，而且在二層採取了封閉型。
樓閣型外三門集中在慶南地區是一個比較奇特的現象，慶北的名稱各具
風采也是很有個性，但都是凝聚儒學思想的字眼，能夠給人以強烈的感染
力。

2. 文物價值
全國只有6所鄉校沒有被列入文物的行列，其它的鄉校都是或整個、或單
棟建築、或幾個建築一起被列入了被保護的文物行列。迄今為止，屬於“寶
物”級別的鄉校建築有京畿道水原鄉校的大成殿，江原道江陵鄉校的大成
殿、東廡·西廡·前廊，慶尚南道密陽鄉校的大成殿和明倫堂、丹城鄉校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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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倫堂，慶尚北道尚州鄉校的大成殿·東廡·西廡、慶州鄉校的大成殿和明
倫堂及東廡·西廡·神三門、永川鄉校的大成殿、星州鄉校的大成殿·明倫
堂，全羅南道昌平鄉校的大成殿和明倫堂、羅州鄉校的大成殿、潭陽鄉校
的大成殿和明倫堂、順天鄉校的大成殿，全羅北道長水鄉校的大成殿，濟
州道濟州鄉校的大成殿，共計20件。其中，慶尚北道和全羅南道各有6件，
可以算得上是鄉校珍貴歷史的相對妥善保存之地。
其它級別的文物按數量來統計的話，京畿道擁有“有形文化財”8件、“文
化財資料”12件、“鄉土遺跡”1件、“郡鄉土遺址”1件，江原道擁有有形文化
財4件、文化財資料8件、“紀念物”1件，忠清南道擁有有形文化財2件、文
化遺產資料1件、紀念物31件，忠清北道擁有有形文化財18件，慶尚南道擁
有有形文化財25件、文化財資料2件，慶尚北道擁有有形文化財17件、文化
財資料20件，全羅南道擁有有形文化財18件、文化財資料10件，全羅北道
擁有“史跡”1件、有形文化財5件、文化財資料20件，濟州島擁有有形文化
財3件。不難看出，有形文化財擁有等級由高到低乃為慶南、全南·忠清、
慶北、京畿、全北、江原、濟州。不過，從各道擁有的有形文化財比例來
看，忠清北道的有形文化財擁有率佔100%，即該道所有的鄉校均為有形文
化財，文物價值相對高一些，而相對低的乃是全羅北道、京畿道和江原
道，忠清南道可以說是最低的。
按指定年份來看的話，各道對鄉校建築文化價值的認識和鑑定的過程也
有先後。1963年，只有江原道的江陵鄉校、全羅北道的長水鄉校、全羅南
道的羅州鄉校這3所鄉校的大成殿被指定為了“寶物”。雖然數量極少，但級
別很高。二十世紀七十年代又指定了16所鄉校，輻射全國各道，其中濟州
道的3所鄉校全部被鑑定完畢，而且指定的級別也很高，即寶物和有形文化
財的級別。到了八十年代，141所鄉校被鑑定完畢：忠清北道佔用了19801981年，1983年鑑定了慶尚南道和京畿道，1984年鑑定了全羅北道和部分全
羅南道，1985年鑑定了全羅南道的一部分、江原道和慶尚北道。忠清南道
除去公州鄉校、鰲川鄉校在二十世紀七八十年代被鑑定以外，剩下的全都
於1997年被鑑定。以上都是比較集中性的鑑定工作，1985年以來其它鄉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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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鑑定工作也在逐年依次進行。同時，升級工作也在不斷實施中，最近的
一次乃是2020年12月28日升格了一批寶物，即慶北尚州鄉校的大成殿 · 東廡
· 西廡、慶南丹城鄉校的明倫堂、慶南密陽鄉校的明倫堂和大成殿、全南昌
平鄉校的大成殿和明倫堂、全南順天鄉校的大成殿、全南潭陽鄉校的大成
殿和明倫堂、慶北慶州鄉校的明倫堂和東廡西廡神三門、京畿道水原鄉校
的大成殿，共計12件。3)換句話說，全國鄉校中的寶物有六成是在去年年底
才出現的。這一方面反映了鄉校建築保護工作的進一步發展，另一方面也
說明工作的遲緩性與不足。相對於佛教寺院所擁有的眾多國寶級文物來
說，鄉校不僅級別低，而且時間晚。此種現象與曾是儒教大國的歷史顯然
是不太相符的。

3. 當代職能
經歷了高麗、朝鮮朝輝煌發展時期後的鄉校，到了朝鮮後期，由於教官
問題、校生問題、財政問題、書院的登場等因素而逐漸喪失了教育這一中
心職能，4)只剩下了執行祭奠儀式的功能。然而，經歷了現代的戰爭、社會
制度變革等洗禮後，當代的鄉校正在試圖走出一條新的發展道路。
首先是儒家精神財富的流傳載體。鄉校雖然喪失了現代教育的功能，但
因以前的正統教育歷史而遺留下來的寶貴精神財產，有很多還被保存在一
些鄉校中。據不完全統計，大田的懷德鄉校收藏有典籍18種版本25冊、寫
本20種42冊，其中包括有 東齋案 青衿錄 鄉校青衿錄舊案 懷德舊
案 鄉員錄等。光州鄉校收藏有189種306冊，筆寫本的 官案 光州儒林
案。
江原地區：江陵鄉校藏有 孔夫子聖蹟圖等70餘卷。旌善鄉校藏有版本
20種141冊，寫本3種6冊，中有 儒先生案 鄕校校生案 鄕先生案等。

3) 以上數據均來自文化財廳官網，https://www.cha.go.kr/main.html.
4) 金鎭姬, ｢朝鮮後期 鄕校에 對한 一考察- 敎育的 機能의 弱化를 中心으로｣(
大邱가톨릭大學校 석사논문, 2002년 2월) pp.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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襄陽鄉校藏有 居接錄 1冊,

靑衿錄 1冊，學府隨錄 1冊，襄陽耆舊

錄 1冊等。
忠南地區：恩津鄉校保存有寫本9種14冊，中含 恩津縣甲午試儒生 青
衿錄 崇慕稧案等。公州鄉校藏有版本89種337冊。稷山鄉校藏有版本6種
13冊，寫本11種11冊，其中包括 青衿錄 仙案 校憲節目 鄉案 校
宮賭租記 校宮田畓租記等。錦山鄉校藏有版本45種171冊，寫本13種17
冊。林川鄉校藏有版本6種7冊，寫本19種46冊，內有 林川郡鄉校校生儒
案 林川郡鄉校節目 青衿錄等。庇仁鄉校收有版本22種55冊，寫本14
種22冊，內含 西儒抄案 縣學先生案 西齋正案 校中所征結米 興
學稧節目 鄉校田畓奴婢案 等。舒川鄉校收藏有 孔子聖跡圖 尊華錄
續資治通鑒綱目 宣武原從功臣錄 舒川郡先生案 東史會綱目 大典
續錄 等。青陽鄉校收藏有版本25種87冊，寫本12種12冊，其中包括 青衿
錄 校宮完文 完文 守護村立案 校宮願納案 講學節目 校屯田畓
文券 等。定山鄉校收藏有版本3種9冊，寫本13種34冊，其中包括 定山縣
西齋儒生案 定山縣教生案 青衿錄 先生案 慕聖契重修案 等。瑞
山鄉校收藏有版本15種80餘冊，內有 瑞山郡新學期 文廟重修記、日帝
強佔期以前的匾額18種等。泰安鄉校藏有版本19種104冊，寫本5種6冊。
忠北地區：陰城鄉校藏有版本13種34冊，寫本6種7冊。報恩鄉校存有
順菴集 孔夫子聖跡圖。懷仁鄉校藏有版本4種5冊，寫本9種31冊，包
括了 校生草案 冰敷赦文校生案 鄉校儒契案 校奴齋直附屬保直案
等。延豐鄉校鄉校藏有版本7種8冊，寫本3種3冊內含 青衿錄 都有司先
生案 延豐鄉案等。槐山鄉校藏有版本2種2冊。丹陽鄉校藏有版本5種42
冊，寫本11種15冊，中有 鄉稧節目 青衿錄 鄉校西齋案 鄉校位田畓
案 等。黃澗鄉校藏有版本14種116冊，寫本3種4冊，其中包括 養士堂新
印經書傳掌節目 青衿錄 鄉校事物謄錄。忠州鄉校收有版本100種137
冊，寫本2種3冊。
慶南地區：昆陽鄉校收藏有 朝鮮靑衿錄 東城勝覽 鄕校及各壇應行
節目 等。漆原鄉校收藏有 鄕案 武陵誌 漆原誌 漆原邑誌 等。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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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鄉校收藏有 鄕中立議 鄕中座目 先生案 仙案 鄕校捄弊節目
奴婢案 鄕約綱條 舊鄕案 等。昌原鄉校收藏有 朝鮮靑襟錄 鄕里
約法 契約章程 靑襟錄 等。昌寧鄉校收藏有 昌寧鄕校直員任錄 昌
寧儒林老儒案 昌寧儒案 奴婢案 校任案 鄕校需米撟捄節目 等。
靈山鄉校收藏有 南儒案 靈山鄕案錄 栗儂實記 昌寧縣誌 等。晉州
鄉校收藏有 晉州鄕校儒稧案。宜寧鄉校收藏有 鄕案 靑衿錄 等。丹
城鄉校收藏有 丹城縣戶籍大帳。南海鄉校保存有 校宮先生案 先生
案 院生外案 院生案 儒案 儒林別案 靑衿錄 等。金海鄉校有
金海鄕案 金海孝列傳 等。
慶北地區：奉化鄉校藏有 奉化鄕校任錄 入齋錄 司馬錄 鄕校原
任錄 等。豐基鄉校收藏有 豐基鄕校鄕案 鄕校額案 校案 講學所契
案 等。錦山鄉校收有 契約章程 完議 儒案 儒稧座目 靑衿錄
鄕案。
全南地區：羅州鄉校掌管有典籍145種195冊，筆寫本 錦城蓮桂榜案
儒林案 青衿案 通文等。康津鄉校藏有版本65種84冊，寫本7種9冊，
內含 靑衿錄 司馬案等。谷城鄉校收藏有版本32種58冊，大部分是不完
整的經書，筆寫本有 鄕案。玉果鄉校藏有版本30種128冊，寫本呢10種10
冊，其中包括筆寫本的 養蒙齋節目 鄕校錢穀出入節目等。求禮鄉校藏
有典籍99種383冊，個人文集 一齋集 眉巖集，筆寫本 完文節目 鄕
案 幼學案 慕聖契案 門中案 等。昌平鄉校藏有典籍版本26種159
冊，寫本4冊10卷，中含 儒案 鄕中三規 尊聖契續修案 縣侯司馬先
生案 等。寶城鄉校藏有 養士齋案 鄕校儒案 鄕校西齋儒案 査徵錢
捄弊節目 鄕約章程 湖南貢膳定例附編 慕聖契案 釋奠契案 等。
順天鄉校藏有 儒生案 靑衿綠 養士齋節目 順天府校院釐整定式節
目 鄕校田畓謄書案 補民庫節目 等。突山鄉校藏有典籍版本39種115
冊，寫本48種52冊，其中有 鄕案 儒案 文廟靑衿錄 元突山鄕校更出
義捐錄 儒林契座目 鄕校小作料記 等。長城鄉校收有版本21種30冊，
寫本21種28冊，其中含有筆寫本 鄕籍 校案 長城府靑衿案 鄕校田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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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案 西齋儒案 校院矯弊節目等。長興鄉校的藏書有版本84種224冊，
寫本25種34冊，中含 靑衿錄 儒林案 靑衿案 鄕案 鄕校奴婢案
鄕校五規革弊節目 等。海南鄉校有版本74種247冊，寫本18種22冊，其中
筆寫本有 儒案 靑衿案 養士齋案 文廟保存契案 鄕約契條目。綾
州鄉校藏有 綾州鄕校儒案 司馬齋有司案 養士齋集綱案 育英齋節
目 綾州牧儒生興學節目 等。和順鄉校保存有版本36種167冊，寫本28種
29冊，其中有 養士齋規 鄕校都摠謄錄 明倫契案 鄕校田畓量案
靑衿案 鄕校竹田完文 庠校其他收稅節目 等。
全北地區：高敞鄉校藏有版本80種464冊，其中包括了 鄉案 青衿錄
等。全州鄉校擁有“全州鄉校完營冊版”，內含 資治通鑒綱目 1475版、
東醫寶鑒 151版、朱子大全 1471版、栗谷全書 21版、性理大全
576版、增修無冤錄諺解 53版、史記 484版、史略 56版、湖南三綱
錄 1版、朱書百選 1版，凡10種5059版。5)龍安鄉校藏有版本19種30冊，
寫本5種5冊，其中有 儒林錄 鄉約 等。古阜鄉校收藏有版本71種728
冊。高山鄉校收藏有孝宗6年(1655)至英祖時期(1724-1776)的歷史書籍。南原
鄉校收藏了版本253種821冊，其中包括 鄉案 完議 青衿錄 等。任實
鄉校收藏有版本47種209冊，寫本22種45冊，內含 任實鄉籍 任實鄉案
任實青衿案 任實通文案 鄉縣座目 校生救弊節目 慕聖契案 等。
金堤鄉校保存有版本18種25冊，其中有 鄉案 等。
濟州地區：大靜鄉校藏有版本18種37卷，大部分為儒學經典集註，還有
大靜鄕校節目 等。6)
僅從現有的數據可以看到，全國鄉校所收藏的典籍規模從北到南漸次增
多的趨勢，其中以全南地區為最豐富。收藏內容除了儒家的經典以外，主
要以地方鄉案、青衿錄等資料為主，既可以為儒家經典文獻版本研究提供
5) 홍성덕 김철배, ｢전주향교 완영책판(完營冊板) 보존형황 및 활용방안｣, 古
文化(2005) 第65輯 94頁.
6) 以上數據均來自韓國學中央研究院的 “韓國民族文化大百科”網站，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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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的幫助，又能補充正史所缺乏的地方鄉學資料，可以說是地方儒學史
編寫的基石。
其次是對地方進行儒家思想文化教化的基地。大部分鄉校都開設有週末
學校，有教無類，對地方民眾開設的科目包括了 論語 孟子 中庸 大
學 周易 書經 詩經 小學 擊蒙要訣 四字小學 啟蒙篇 童蒙
選習 明心寶鑒 古文真寶 周易 資治通鑒 孟子 等。通過儒家經
典的思想對民眾的人性教育可以達到維持社會安定的目標。

Ⅲ. 存在的問題
儘管鄉校具有上述的悠久歷史、建築的獨特風格以及作為儒家文化傳承
人的重要作用，但是在當代社會的發展形勢下，仍然存在很多落後的弊
端。首當其衝的便是各個鄉校門戶網站的建設問題。
全國234所鄉校中，目前只有洪川鄉校、水原鄉校、果川鄉校、晉州鄉
校、高靈鄉校、慶州鄉校、光州鄉校、大邱鄉校、漆谷鄉校、燕岐鄉校、
陽川鄉校、蔚山鄉校、彥陽鄉校、仁川鄉校、和順鄉校、寶城鄉校、綾州
鄉校、全州鄉校、濟州鄉校、清州鄉校這20所鄉校擁有自己的官方網頁。7)
有的內容比較豐富，有的比較單調一點。相當於只有8.5%的鄉校能夠跟時

7) 洪川鄉校 http://www.hchy.co.kr/_new/，水原鄉校 http://www.skk-suwon.com/，
果川鄉校 www.ghyang.kr，晉州鄉校 http://www.jinjuhg.kr/，高靈鄉校 http://
gohyanggyo.co.kr/，慶州鄉校
www.hyanggyo.kr，光州鄉校
http://www.
gjhyanggyo.or.kr/，大邱鄉校 http://www.daeguhyanggyo.org/，漆谷鄉校 http://
www.chilgokhyanggyo.org/，燕岐鄉校 http://www.ygh.or.kr/，陽川鄉校 https://
hyanggyo.net/，蔚山鄉校 http://www.ushg.co.kr/，彥陽鄉校 http://www.eyhg.
co.kr/，仁川鄉校
http://www.ichg.or.kr/html/，寶城鄉校
http://www.xn-9d0bp01a98co00a.kr/，和順鄉校 http://www.hwasunhg.co.kr/綾州鄉校 http://
njhyanggyo.kr/index.do?S=S01，全州鄉校 http://www.jjhyanggyo.or.kr/，濟州鄉
校 https://blog.naver.com/jejuhyangkyo，清州鄉校 http://www.skk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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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接軌。而沒有門戶網站導致的直接後果就是鄉校展開的很多活動沒有得
到有效宣傳，甚至以春川鄉校為首的一些鄉校於連基本的鄉校資料都無法
通過網絡獲得8)。這無疑是阻礙普通人了解鄉校的最大障礙物。
其次便是對於鄉校的介紹混亂的問題。某些鄉校門口標牌的介紹跟文化
財廳的介紹稍有抵觸，讓人不明所以。各個鄉校登記的聯絡方式陳舊，缺
乏更新。例如，砺山鄉校的電話號碼如今已是不存在的，網絡上顯示的也
是益山市廳的辦公電話。
再次是鄉校研究中缺乏對當代儒林人士關注的問題。當代的鄉校研究側
重點多集中在傳統建築、朝鮮朝發展的歷史方面，然而對於運營鄉校的靈
魂人物——儒林人士卻鮮有涉及。各個鄉校基本上都設有儒道會支部，9)支
部成員的構成及活動無疑都是鄉校運營不可或缺的部分，對鄉校的發展起
著決定性的作用。因此，今後的鄉校研究應該多多關注儒林的結構。
最後還有自身定位的問題。作為歷史上曾經顯赫一時的官學，鄉校如今
在傳統文化的繼承發揚層面，其影響力顯然輸給了書院。2019年以陶山書
院為首的韓國九間書院被聯合國教科文組織列為了世界文化遺產，但是鄉
校還沒有達到這一程度。儘管通過韓國文化觀光部的“儒教文化活性化事
業”及文化財廳的“文化再活用事業”，鄉校和書院已經在被慢慢轉變為傳統
文化觀光地，10)但鄉校並不只是傳統文化的建築，它還流淌著活躍的“鮮
血”，還在輸出儒家的精神文化。參考成均館儒教文化活性化事業團2020年
所運營的項目，包括了儒教人文學旅行、儒教國際學術研討會、儒教文化
展示會、儒教文化大型慶典等等，11)這些都是籠統地包括鄉校和書院在內
的，沒有一個獨立地屬於鄉校的項目。因此，鄉校在未來的發展中，除了
要趕上書院在文物價值方面的地位，還要繼續開拓地方教化的新模式，走
8) 진옥비，｢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향교의 기능과 의미 변천：강원도 춘천향교
를 중심으로｣(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6.
9) 成均館 編，儒林手帖，pp.92-97.
10)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
에 미치는 영향 연구｣(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06), p.169.
11) 成均館官網，http://www.opc.or.kr/skin/sub_page.php?page_id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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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一條有別於書院的道路，恢復過往官學的權威。

Ⅳ. 結論
綜上所述，234所鄉校是一個內涵豐富的整體，其起源年代的久遠性和發
展的持續性讓人感嘆。各道分佈的各個時期創建的鄉校可以顯示出鄉校歷
代發展的軌跡，同時也可以清晰地顯示出慶尚道在鄉校發展和保存上佔有
獨特的優勢和風采。在鄉校建築的文物價值上，慶尚南道和忠清北道在文
物擁有率和文物價值比率上比較有優勢。並且，慶尚道在鄉校外三門建築
特點上也是別有特色，以眾多的樓閣式外三門及各色名稱讓人矚目。另
外，作為儒家精神財富的保存庫來說，全南地區相對豐富一些。鄉校保存
的一些儒家經典的版本和載有地方儒生文化的文獻，今後都有可能成為儒
學文獻研究和儒家文化地方史書寫中珍貴的資料。
然而，鄉校的這些精彩之處若是沒有了自己的門戶網站做宣傳，也是酒
香也怕巷子深。2019新冠疫情讓世界變得更加網絡化，一個門戶網站是將
自己推向世界不可或缺的工具。因此，為了讓世界更了解和熟悉韓國的儒
家文化，建設豐富多彩的門戶網站是每個鄉校的當務之急。這個任務當然
得依靠每個鄉校背後的力量——儒道會支部來完成了。作為鄉校建設的主
心骨和靈魂人物，儒道會的年輕化也是必需的趨勢，多組織以鄉校為主題
的大型或小型學術討論會，召集國內外人士集聚鄉校共商舉措。各級政府
可以嘗試舉行定期的以鄉校為主題的文化周或旅遊周，擴大鄉校的知名
度。文化財廳也應每隔幾年定期出版詳細而準確的鄉校信息冊子，以方便
有興趣的研究人員對鄉校進行準確的研究。等等。如此這般，方能讓鄉校
與時俱進，逐漸再現輝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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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ought of the Contemporary Position and the Future Perspective for Hyanggyo / Li Yan
234 Hyanggyos in South Korea which represent the Confucian spirit and
culture are great power that cannot be ignored for disseminating the Confucian
culture. The information such as the beginning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external gates, the grades and identification time of historical relic etc. are
sorted out and analyzed specifically in this essay. The characteristics of every
do’s Hyanggyos are founded out, the role of restoring the Confucian classics, the
local Confucian cultural and historical rerecord as well as some problems that
not fit the times during the development are raised in it, too. At the same time,
the key point of the power which should be poured into Hyanggyo’s
development in future is also mentioned.
Key Words: Hyanggyo, Contemporary, Architecture, Histiorical Relic,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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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9 조 (회의 소집)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행한다.
2.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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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산입하
되, 의결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
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원장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제12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문서 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관리,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
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 3장 학술지 退溪學論叢 발간
제14조 (발행 횟수) 학회지는 년 2회 발행한다.
제15조 (발행일)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발행 부수) 현재 회원수와 보관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
한다.
제17조 (학회지의 판형) 판형은 신국판(154x223mm)으로 정한다.
제18조 (편집 체제)
1. 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
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로 된 주제어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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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논문의 영문 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게재한다.
3. 학술 논문이외의 원고 및 정관, 휘보, 임원, 학술연구위원 명단 등의
수록여부는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 (학회지 배포)
1.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회지를 우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 이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해 연도 발행분을 일괄
우송한다.
3. 학술대회 등 다수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 일정이 30일 이내에 계획
되어 있는 경우, 우송을 연기할 수 있다.
4.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의 우송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도 있다.

제 4장 투고 논문의 관리
제20조 (논문 접수)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21조 (투고 논문의 관리)
1. 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은 접수 즉시 파일명을 바꾸고, 투고자의 이름 등을 익명처
리하고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에 대
비한다.
3.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5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22조 (심사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기획 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
표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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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 당 3인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한다.
4. 논문 투고자와 근무지가 같거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6.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 (심사위원 수칙)
1. 공평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3. 논문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심사기준)
1. 논문 심사의 기준은 창의성(30%), 체계성(30%), 완성도 (20%), 시의성
(20%)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
급으로 분류한다.
3.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
을 완료 하여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
한다.
4.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요청한 투고자에 한해 재
심을 실시하고,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확인한다.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은 사실상 ‘게재 불
가’로 판정한다.
제26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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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
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28조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
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
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요청한
투고자에 한해 재심을 실시하고,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확인한다.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은
사실상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 6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본 법인 이사회, 위원회의 합동회의
에서 행하며, 그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30조 (개정발표) 개정된 편집규정은 다음 호의 학술지에 게재하여 발
표한다.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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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學論叢 硏究倫理 및 運營規程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8조의 2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이 법인에서 발행
하는 퇴계학논총(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법인의 책임과 의무)

① 이 법인은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이 규정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이 법인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
증을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 3 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①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학술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만 투고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
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자는 논문 제출시 ‘저작권 귀속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를 함
께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연구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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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논문
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 연구 자료, 연구 수행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
나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에 포함시키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
한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과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게 부당하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부정행위조사를 방
해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의 내용에 포함된다.
제 5 조(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이 법인은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설 운용한다.

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을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 학자
를 특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 법인의 사무국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 6 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논문 투고자의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검증은 조사를 시작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며,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연구 윤리 위반 제소
(1) 제소의 대상은 이 규정 4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의심되는 논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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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는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가 위원장에게 부정행
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예비조사
(1) 위원장은 제소된 논문의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연구자가 소명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
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의 절
차를 진행한다.

③ 본조사
(1) 제소된 논문의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2) 위원장은 제소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회를 소집한다.
(3) 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
촉하고 제소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에게 보

내어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
의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위원장은 위원들이 심사의견서, 이의 제기 등 문서를 검토하도록
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④ 통보와 이의 신청
(1) 위원장은 판정 내용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 자는 판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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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보된 부정행위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정되면, 해당 연구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윤리를 위
반한 사실을 통보한다.

② 위반 사실 내용과 논문 삭제 사실을 학술지에 공시한다.
③ 해당 연구자는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각종 저서에 최
고 10년까지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 8 조(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제소된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와 해당 연
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 외부에 공개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한다.

④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에 성
실하게 응한다.
제 9 조(기타 행정 사항)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법인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의 제정과 수정은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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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상기 논문을 퇴계학논총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
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
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
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퇴계학부사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학회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학회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
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퇴계학논총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은 (사)
퇴계학부산연구원에 귀속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대표 저자 : 성명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인)

귀중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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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學論叢 投稿規程

本院은 退溪學 및 韓國儒學을 위시한 儒學一般에 관한 연구를 진작시

키기 위하여 學術誌 退溪學論叢을 간행한다. 論叢 編輯委員會는 다음
과 같이 編輯 방침을 정하고, 국내외 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
대한다.

1. 揭載 範圍
1) 退溪 및 退溪學 전반에 관한 연구 논문.
退溪學派 學者들에 관한 연구 논문.
退溪學과 外國學界와의 관련된 연구 논문.

2) 韓國儒學을 위시한 儒學 중심의 東洋哲學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 儒學
중심의 한국 및 東洋 文學 ‧ 史學 ‧ 社會科學 전반에 관한 연구 논문.

2. 論文 公募
투고된 논문으로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 가운데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논문 약간 편에 대해서는 격려금(1편당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3. 論文 作成要領
1) 논문의 英文 제목을 英文 抄錄의 앞부분에 明示한다.
2) 공동집필인 경우, 제1집필자와 공동집필자의 구분을 明示한다.
3) 집필자 및 공동집필자의 소속, 직위를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그를 증
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Home Page 복사물을 논문과 함
께 提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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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를 논문의 앞부분에 一括提示하고, 논문의 主題語(Key Word)들
을 抄錄의 뒤, 본문의 앞부분에 摘示한다.
5) 本文과 같은 言語로 論文抄錄을 작성하여 本文 앞부분에 倂載한다.
6) 本文이 영문이 아닌 경우, 英文 抄錄은 본문의 뒷부분에 첨부한다.
7) 參考文獻의 완벽한 書誌的 情報를 明示한다.
8) 原稿의 分量은 200字 원고지 기준 100매 이상 150매 이내로 한다.
9) 논문 초록의 분량은 200字 원고지 기준 5매 내외로 한다.
* 별첨 <논문 집필요령 ─ 투고 접수의 요건임> 참조.

4. 投稿 方法
* 原稿와 함께 해당 문서가 담긴 Diskette 또는 E-mail을 本院에 提出
* 投稿者의 인적사항, 구체적 所屬, 住所, 전화번호 明記
(증빙이 되는 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Home Page 복사물을 논문과 동봉함)

5. 著作權 활용 동의 및 권한명세
본 硏究院의 학회지인 退溪學論叢에 논문이 揭載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 ․ 전송권 포함) 등
은 본 硏究院에 歸屬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筆者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硏究院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6. 接受處
614-743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8-1, 신우빌딩 315호
社)退溪學釜山硏究院

E-mail : toegyehbs@korea.com
URL : http://www.toegyehbs.or.kr
退溪學論叢 編輯委員會(전화:051-819-8587, 807-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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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순서>

논문제목
집필자1)
(공동집필인 경우, 제1집필자와
공동집필자 구분 明示)
目次
論文 抄錄(논문본문과 같은 언어)
主題語: 5-7 단어

本 文
(*집필요령 참조)
參考文獻
外國語 抄錄
外國語 論文題目 / 姓名(초록과 같은 언어)
外國語키워드
英文題目 / 英文姓名

1) 집필자 및 공동 집필자의 소속, 직위를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Home
Page 복사물을 논문과 동봉할 것.
2) 參考文獻의 완벽한 書誌的 情報 明示［저자명, ｢논문명｣『문헌명』(출판사, 발행연도), 해
당 권호, 해당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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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作成 要領

1. 원고는 自國語와 漢字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인용된 원전자
료는 自國語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개인용 Computer에서 아래아 한글(*.hwp) 문서로 작성함을 원
칙으로 한다.
(글자체는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명조체, 신명조체, Times
New Roman 등 - 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10p로 한다.
문단 모양은 들여쓰기 2칸, 행간1.8, 혼합정렬 - 歐美言語일 경우에는
왼쪽정렬 - 로 하되 자간, 장평 조정이나 진하게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목, 소제목 등은 글자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註釋은 脚註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석문의 글자체는 본문과
같으며 글자크기는 9 point, 문단모양은 내어쓰기 2칸, 행간 1.5, 혼합
정렬 - 歐美言語일 경우에는 왼쪽정렬 - 로 하되 자간, 장평 조정이
나 진하게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姓名은 붙여 쓰고, 字 ․ 號 등은 성명 앞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李滉, 退溪 李滉
5. 생몰연대는 姓名 다음에 괄호로써 표시한다.
예) 李滉(1501-1570)
6. 漢詩의 경우 原文 옆에 번역문을 표기하되 2글자 들여쓰기 한다.
예) 身退安愚分 벼슬에서 물러오니 본 분수에 편안하건만
學退憂暮境 학문이 물러서니 늘그막이 걱정되네.
7. 주석은 다음 예와 같은 형태로 작성한다.
예) 1) 金泰永, ｢退溪의 個別 人間 自我論｣, 退溪學報(퇴계학연구원,
2001) 제109집,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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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hael C. Kalton, To Become A Sage(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86-87.
原典資料引用
예) 李彦迪, 晦齋全書, 권5,6-a(6장 앞면이라는 뜻), ｢書忘齋忘機堂 無
極太極說後｣(대동문화연구원 1980, 영인본), p.** “夫所謂無極而太
極云者, 所以形容此道之未始有物, 而實爲萬物之根柢也.”
(* 原文中에 적절한 句讀 標示를 한다.)
8. 參考文獻은 논문 끝에 제시하되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논문: 金泰永, ｢退溪의 個別 人間 自我論｣,『退溪學報』(퇴계학연
구원, 2001) 제109집
저서, 단행본: 琴章泰, 『退溪學派의 思想2』(集文堂, 2001)
9. 漢字는 발음을 병기함이 없이 직접 노출시켜 표기한다. 다만, 의 역
을 한 경우의 原文이나 발음이 다른 原文일 때에는 [

]안에 한자

를 표기한다.
스스로 虛靈한 心體가 맑게 벽을 향해 앉아서 마음을 관조하며
[向壁觀心]
10. 章節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1. 1) (1) ①
11. 부호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단행본, 문집 등 (단, 英文일 경우는 이태릭체)

◦｢

｣ : 작품, 논문 편 등 (단, 英文일 경우는 “

◦‘

’ :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대화, 원문 인용

◦[

]: 보층역, 의역이거나 발음이 다른 원문 표기

” )

◦ 기타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는 일반용례에 따름.
* 논문 작성 시 위 부호는 반드시 준수한다.
** 이 ‘논문 집필요령’의 준수를 투고논문 접수의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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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稿論文 審査規程

제 1 조 (심사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기획 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
표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2 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 당 3인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한다.
4. 논문 투고자와 근무지가 같거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6.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3 조 (심사위원 수칙)
1. 공평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3. 논문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심사기준)
1. 논문 심사의 기준은 창의성(30%), 체계성(30%), 완성도 (20%), 시의성
(20%)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
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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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
을 완료 하여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
한다.
4.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요청한 투고자에 한해 재
심을 실시하고,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확인한다.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은 사실상 ‘게재 불
가’로 판정한다.
제 5 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
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 7 조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
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
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요청한
투고자에 한해 재심을 실시하고,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확인한다.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은
사실상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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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위원회>
姜大敏 (경성대)

姜明官 (부산대)

權鎭浩 (국학진흥원)

金康植 (한국해양대)

金東哲 (부산대)

金秉權 (부산대)

金奉建 (동국대)

金喆凡 (경성대)

柳瑩杓 (경성대)

睦暎海 (신라대)

朴晙遠 (경성대)

成昊俊 (영산대)

孫五圭 (제주대)

宋靜淑 (부산대)

申承勳 (경성대)

吳仁澤 (부산교대)

兪英玉 (동아대)

李相弼 (경상대)

李相夏 (고전번역원)

李聖惠 (부산대)

李宗峰 (부산대)

李鍾虎 (안동대)

林亨錫 (경성대)

張東杓 (부산대)

張炳漢 (영산대)

張世浩 (경성대)

張源哲 (경상대)

鄭景柱 (경성대)

鄭羽洛 (경북대)

鄭在權 (동의대)

鄭震英 (안동대)

趙南旭 (부산대)

趙柄悟 (인제대)

崔錫起 (경상대)

崔載南 (이화여대)

韓相奎 (동부산대)

許捲洙 (경상대)

黃渭周 (경북대)

(명단은 가나다 순)

<퇴계학논총 편집위원회>
위원장 : 성해준(동명대, 동양사상)
위 원 : 김용재(성신여대, 경학)

이성혜(부산대, 한문학)

전성곤(한림대, 동양사상)

지준호(서울교대, 성리학)

진성수(전북대, 유교철학)

최재목(영남대, 동양철학)

이치억(한국국학진흥원, 유교철학)

<퇴계학논총 윤리위원회>
위원장 : 김인규(영산대)
위 원 : 도민재(청주대) 박성순(단국대) 송정숙(부산대) 정성식(영산대)
조원일(전남대) 정길연(학연서당) 최영성(한국전통문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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