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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6년 한국유교문화 레포트>의 한 부분으로, 2016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 및 한

당>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16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

기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은 모두 22개의 철학 전문 학술지이

다.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및 한당>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90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은 13편이고 일반논

문은 77편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선진시기가 총 70편, 진한시기 17

편, 한대 이후부터 수당시대까지가 3편이다. 2015년도에는 총 100편의 

논문 중에서 선진시기가 94편으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진한시

기가 4편, 한대 이후가 2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16년에는 진한시기

의 논문이 17편으로 작년과 대비하여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논문들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 관련 논문으로 

제한하였으며, 해당 논문은 모두 65편이다. 그 외에 제자백가나 노장철

학, 도교 관련 논문 등 총 25편은 조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

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

별 분류에서는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 세 인물을 대

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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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종교, 다섯째 교육, 여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전체 64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은 모두 30

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 공자: 11편, ② 맹자: 6편, ③ 순자: 5편, ④ 기

타 인물: 8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22편이고, 기타 인물은 모두 한대의 유가 사상가로서 가의(賈

誼) 1편, 육가(陸賈) 5편, 동중서(董仲舒) 1편, 왕충(王充) 1편, 정현(鄭

玄) 1편이다. 2015년도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전체 논문 편수는 33편

과 30편으로 큰 차이가 없다. 공자와 맹자 관련 논문은 거의 같은 수준

을 유지한 반면, 순자 관련 논문이 11편에서 5편에서 대폭 줄었고, 한

대 유가 사상가 관련 논문은 3편에서 8편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2014

년과 2015년의 조사에서 선진시대 이외의 인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

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6년에는 맹자와 순자 관련 연구보다도 더 

많은 편수를 보였고, 한대 유가 사상가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이 대부

분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8편의 논문 중

에서 5편의 논문이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점은 한대 유학 사상

에 대한 전문 연구자가 부족한 한국 학계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다. 또한 한대 이후부터 송대 이전까지의 인물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

혀 보이지 않아서 연구 영역의 확대를 위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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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원갑
孔子의 道에 대한 硏究: 『論語』를 중심
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 金載京 피드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교사상문화연

구』 63
한국유교학회

3 金載京
공자의 부정 평가가 제자들의 자존감에 
미친 영향

『유교사상문화연

구』 64
한국유교학회

4
황정희
유성선 

孔子의 ‘爲仁由己’를 통한 道德的 不安
感 연구 - 철학치료의 불안 해소를 중심
으로

『공자학』 31 한국공자학회

5 이승률 공자의 공치 철학과 다섯 가지 프레임 『중국학보』 76 한국중국학회

6 김형중
孔孟이 제안하는 행복의 길 - 행복관의 
분석과 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37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7 박병구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의 군자정치(君
子政治) 연구 -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를 중심으로 - 

『퇴계학과 유교문

화』 59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8 이택용 『논어』의 “락(樂)” [즐거움]에 대한 고찰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9 서세영 『논어(論語)』 “지(知)” 개념의 재해석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10 임헌규 『논어』 仁개념의 재해석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11 임헌규 『논어』에서 道ㆍ德의 의미 
『동양고전연구』 

63
동양고전학회

2016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1편으로, 2015년도 

16편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공자의 도

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1편이 보인다. 공자의 도를 ‘인간의 길’ 또는 ‘인

간다움의 실현’이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논어』에 보이는 도덕이나 인

륜 등의 도 사상과 好學·忠恕 등의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 공자가 도의 

구현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세계의 모습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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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 다음으로 김재경의 두 편의 논문은 공자와 제자들의 관계

를 다룬 내용으로, 공자의 교육이 제자들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 글이다. 

첫 번째 논문은 공자의 피드백이 제자들의 행복관과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밝힌 것이며, 두 번째 논문은 제자들에 대한 공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제자들의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 논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독특한 주제로서 현재의 학교나 교육 현장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승률의 논문에서는 중국고대의 정치론 중 ‘共治主義’의 측면

에서 공자의 정치이론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공치주의’가 인간다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德治·禮治를 특징으로 하고, 군신간의 긴밀한 

협의 및 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신권의 보장과 강화를 지향하는 이론이

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치론의 측면에서 공자의 정치 이론

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공자와 맹자를 함께 다

룬 두 편의 논문은 공자와 맹자가 제시하는 행복관의 분석을 통해 그것

의 현대적 의미를 찾는 글과 군자에 의한 내성외왕의 정치와 윤리의 유

기적인 연관성을 밝힌 글이다. 마지막 4편의 논문은 『논어』에 보이는 

‘樂’, ‘知’, ‘仁’, ‘道·德’ 등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자

와 『논어』에서 제시한 철학 개념의 의미 지평을 확장하고, 그 이해의 폭

을 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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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원희 『孟子』의 道德的 人間像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김세종 맹자와 순자의 心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 張元泰 맹자 성인론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

구』 63
한국유교학회

4 김명석
맹자 성선설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소
고

『퇴계학보』 140 퇴계학연구원

5 李宗雨 맹자와 순자의 윤리로 본 형사법의 간통 
『유교사상문화연

구』 64
한국유교학회

6 심현섭 맹·순의 심미의식 비교연구 『유학연구』 34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6편으로, 2014년의 13편에 비해서

는 절반 이상 줄어들지만, 2015년의 6편과는 동일하다. 작년에도 박사

논문이 1편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2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

되어 여전히 선진시대를 대표하는 유학 연구 분야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두 편의 박사학위논문은 모두 심학적인 측면에서 맹자의 윤리 이

론을 다루고 있다. 「『맹자』의 도덕적 인간상 연구」는 인간 도덕의 원천

인 四端이 도덕적 인간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살핀 논문이다. 필자는 

맹자의 도덕론이 공자의 仁 사상을 심학적으로 정립시켰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는 점을 현대적인 의의로 밝히고 있다. 「맹자와 순자의 心

論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에 기초하여, 맹자와 순자의 심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연구한 논문이다. 

특히 이 글은 현대의 심리학과 신경학의 성과를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

용함으로써 선진시대의 철학적 쟁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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띈다.  

맹자의 성인론과 성선설에 대해 다룬 두 편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

서 많이 다루었던 핵심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심화시킴으로써 맹자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먼저 장원태는 맹자의 성인론이 법가

나 순자와는 차별화되는 선진 유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맹자 철학의 핵

심 주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명석은 맹자가 인간의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경향성을 모두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의 맹자 성선설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영수 순자 도덕철학의 감정론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 이은호 『순자(荀子)』의 『서(書)』 인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5
동양철학연구회

3 이해영
순자의 제자비판 - 묵자 비판을 중심으
로

『동양철학연구』 

86
동양철학연구회

4 정용환
순자의 경험주의적 진리관과 치도론의 
명암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5 김도일
『순자』에서의 겸(謙) - 「중니(仲尼)」편과 
「신도(臣道)」편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76 한국중국학회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2015년에 11편이 발표된 것에 비해서

는 매우 줄어들었으며, 2014년의 4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5년에서

는 순자 철학의 핵심 내용을 분석적으로 다룬 논문과 교육적인 측면에

서 현대적인 재해석을 시도한 논문까지 매우 다양한 글들이 발표되었

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영역도 축소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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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사학위논문인 「순자 도덕철학의 감정론」은 현대적 의미의 

감정을 순자의 도덕철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적으로 다룬 

글이다. 순자가 자신의 철학 체계에서 감정의 의미와 개발 과정 과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이 감

정의 계발을 통해 도덕을 실천하는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규명하

고자 시도하였다. 

이은호의 논문은 『순자』에 50여 차례 인용된 『서』의 내용 분석을 통

해 순자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려고 시도한 논문으로, 선진시대 경학사

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

영의 논문은 순자 사상의 핵심 내용인 제자 비판, 그 중에서도 묵자에 대

한 비판을 다룸으로써 순자 사상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징을 밝히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순자가 예의를 통해 욕

망을 조절하고 기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순자의 경험주의적 진리관과 치도론의 명

암」에서는 순자의 진리관이 경험주의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철학사적 

의의를 지니지만, 그것이 성왕을 정점으로 한 통치술로 이어짐으로써 

정치철학적 의미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

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원일
김종규

賈誼의 人性論에 관한 硏究 중국학논총 52
한국중국문화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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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원일 육가(陸賈)의 정치사상(政治思想) 연구
『동서철학연구』 

79
한국동서철학회

3 조원일
육가(陸賈)의 인성론(人性論)에 관한 연
구

『퇴계학논총』 28
퇴계학 부산연구

원

4 조원일
육가(陸賈)의 군주론사상(君主論思想)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8
동양철학연구회

5 김예호 『신어(新語)』의 도유론(道儒論) 연구 『중국학보』 75 한국중국학회

6 김주창
물학(物學)의 기점(起點), 동중서 철학의 
변증적 사유: 일기(一氣), 감응(感應), 민
주(民主) 개념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4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7 조원일 왕충(王充)의 인성론(人性論) 연구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8 박동인
정현(鄭玄) 삼례주(三禮注)의 예학정신
과 그 정치적 의미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2014년 6편과 2015년 4편에 비해서는 

편수뿐만 아니라 연구 영역도 다소 확대되었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

로, 8편의 논문이 모두 한대 사상가들이며, 한대 이후부터 송대 이전까

지의 사상가에 대한 연구는 몇 년째 보이지 않는다. 올해 논문의 특징은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陸

賈와 賈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논문들 중에서 두 편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동중서 관련 

논문은 동중서 사상의 핵심을 ‘物學’이라고 규정하고, 기존의 논문들과

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중서의 천인감응

이론은 신학적인 요소로 인해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이 논문에

서는 그의 논리가 과학 정신과 태도로 우주 사회 현상을 해석하려고 했

다는 점에서 강력한 변증유물론적 색채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리고 박동인의 논문은 정현의 三禮注를 단순한 경학이나 예학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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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

다. 즉 필자는 정현의 경학과 삼례주가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

하기 위해 구축된 논리이며, 당시의 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강한 정

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정현의 

경학이 지닌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 경학사상 17편, ② 철학 35편, ③ 교육 3편, ④ 정치 및 

경제 6편, ⑤  기타 4편이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경학사상 분야가 증

가했고, 철학 분야는 소폭 감소했다. 교육 분야는 9편에서 3편으로 대

폭 감소했고, 정치 및 경제 분야와 기타 분야는 거의 동일하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71편에서 65편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

면, 올해는 경학사상 분야의 상승과 교육 분야의 감소가 가장 눈에 띄

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연구 대상인 

『주역』이 5편으로 가장 많다. 이외에도 『상서』·『시경』·『주례』·『춘

추』 등 다양한 경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출토 문헌에 관한 연구가 3편이나 보이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한대 讖緯 서적과 鄭玄에 대한 논문도 1편씩 보인다. 경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중국철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철학 분야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인물 관련 이외에 孝와 天, 天人合一을 주제로 한 논문이 각각 1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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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불교의 인성 개념 비교 연구, 『역』의 无咎와 吝에 대한 연구 등 몇 편

에 지나지 않는다. 2015년에 13편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연구의 범위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성시훈
先秦 시기 『尙書』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 출토문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이규희
周易의 道德實踐 原理와 方法에 관한 硏
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 元勇準 『좌전』의 예언기록 고찰 
『유교사상문화연

구』 63
한국유교학회

4 元勇準
청화간 『서법』의 특징과 그 역학사적 의
의

『유교사상문화연

구』 64
한국유교학회

5 安承宇
『周易』의 위기상황의 은유적 개념화와 두
려움의 감정 체계

『유교사상문화연

구』 64
한국유교학회

6 李殷鎬 「禹貢」의 和而不同적 공동체 모델 
『유교사상문화연

구』 66
한국유교학회

7 元勇準 출토문헌 『주역』 연구 방법론 고찰 『동양철학』 45 한국동양철학회

8 원용준
 『주역』에서의 “중(中)”의 원의와 그 변화
에 대한 재고찰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

회

9 김인규 『주례(周禮)』의 체제와 유교이념 『퇴계학논총』 28
퇴계학 부산연구

원

10 박순철
『詩經』에 나타난 中國思想의 源流性 硏
究

『중국학논총』 51
한국중국 문화학

회

11 조원일 『詩經』과 『尙書』의 天人關係論연구 『중국학논총』 51
한국중국 문화학

회

12 서정화
주대(周代) 종묘(宗廟)의 기능과 그 의미
에 대한 유교경전(儒敎經典)의 이해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13 윤석민
『주역(周易)』의 우환의식(憂患意識)과 점
사(占辭)의 변성(可變性) 

『중국학보』 77 한국중국학회

14
방인

석미현
『역위(易緯)』 「통괘험(通卦驗)」의 성립시
기와 괘기설(卦氣說)

『유학연구』 37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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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5 박성진
『춘추(春秋)』에 대한 『공양전(公羊傳)』 해
석의 경향성

『중국학보』 77 한국중국학회

16 朴大成
漢代 春秋學 成立 이전의 春秋觀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

구』 64
한국유교학회

17 박동인
정현(鄭玄) 삼례주(三禮注)의 예학정신과 
그 정치적 의미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경학사상 분야는 전년도에 주로 四書五經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것

에 비해, 올해는 『주례』와 三禮, 『易緯』, 출토 문헌 연구 등도 포함되어, 연

구의 영역이 매우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사학위논문 2편 중에

서 출토문헌을 중심으로 한 『상서』 연구가 눈에 띈다. 필자는 사상사나 

철학사 연구에서 한대 이후의 수정이나 가필에서 자유로운 출토 문헌

의 장점에 주목하여, 선진시대의 『상서』가 사상사적으로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를 청동기 명문과 전국시대의 죽간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시대 사람들의 사유를 사상사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설정

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유교 경전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족한 『주례』에 관한 연구 성

과도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주례』가 유학의 천인합일관을 바탕으로 

유가의 禮治 이념과 仁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경전이라고 파악하였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예치의 실현은 곧 대동 사회라는 유가

의 이상정치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요한 주장이다. 한편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자나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易緯』에 대한 연구도 

경학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역위(易緯)』 「통

괘험(通卦驗)」의 성립시기와 괘기설(卦氣說)」은 한대의 천문과학과 『역』 

이론이 결합된 『역위』를 다룸으로써 기존의 경학 분야에서는 생소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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讖緯와 한대 상수학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漢代 春秋學 成立 

이전의 春秋觀에 대한 고찰」은 『춘추』 연구를 위한 토대적 성과에 해당

하는 논문이다. 기존의 『춘추』 경학 연구는 주로 한대의 『춘추』 三傳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춘추학 담론의 원천

인 ‘微言大義’ 이론이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제자백가의 춘추관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

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맹자와 『공양전』의 비교를 통해 춘추학의 담론

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원갑
孔子의 道에 대한 硏究: 『論語』를 중심으
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 김원희 『孟子』의 道德的 人間像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 정영수 순자 도덕철학의 감정론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4 김세종 맹자와 순자의 心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5 심도희
고대 유교의 ‘효’ 사상과 그 특수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6 張元泰 맹자 성인론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

구』 63
한국유교학회

7 李宗雨 맹자와 순자의 윤리로 본 형사법의 간통
『유교문화연구』 

64
한국유교학회

8 이은호 『순자(荀子)』의 『서(書)』 인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5
동양철학연구회

9 이해영 순자의 제자비판 - 묵자 비판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6
동양철학연구회

10 이연정
천인합일(天人合一)을 통해서 본 인식과 
실천공부의 결합

 『유학연구』 34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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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1
권선향 
지준호

관계성의 측면에서 본 유학과 불교의 인
성 개념 - 『논어』와 『대승기신론』을 중심
으로

『유학연구』 36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2 김형중
孔孟이 제안하는 행복의 길 - 행복관의 
분석과 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7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3 신순정 『논어』의 성심(性心)과 락(樂)의 구조
『한국철학논집』 

51
한국철학사연구회

14 윤석민
서사철학적 관점의 새로운 『논어』 독법: 
자로의 인성함양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1
한국철학사연구회

15 이택용 『논어』의 “락(樂)”[즐거움]에 대한 고찰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16 서세영 『논어(論語)』 “지(知)” 개념의 재해석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17 임헌규 『논어』 仁개념의 재해석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18 주영아 『논어(論語)』의 시(詩)에 대한 고찰 『동방학』 35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19 임헌규  『논어』에서 道ㆍ德의 의미
『동양고전연구』 

63
동양고전학회

20 빈동철
고대 중국의 “천(天)”은 “상제(上帝)”와 동
일한 개념인가? 

『공자학』 30 한국공자학회 

21 정영수
악(樂)에 의한 감정 조율 - 『순자』 「악론」
과 『예기』 「악기」를 중심으로 

『공자학』 30 한국공자학회 

22 조우진 소통을 위한 『주역』의 무구(无咎) 이론 『공자학』 30 한국공자학회 

23 조우진
부끄러움[린(吝)]에 대하여 - 『역경』을 중
심으로

『공자학』 31 한국공자학회 

24 유흔우
『논어(論語)』 ‘계로문사귀신(季路問事鬼
神)’章에 관한 연구 

『공자학』 31 한국공자학회 

25 김명석
맹자 성선설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소
고 

『퇴계학보』 140 퇴계학연구원 

26 정용환
순자의 경험주의적 진리관과 치도론의 명
암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27 박영우
역상(易象),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의 
해석 기제 

『중국학보』 75 한국중국학회 

28 김도일
『순자』에서의 겸(謙) - 「중니(仲尼)」편과 
「신도(臣道)」편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76 한국중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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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29 김예호 『신어(新語)』의 도유론(道儒論) 연구 『중국학보』 75 한국중국학회 

30
조원일 
김종규

賈誼의 人性論에 관한 硏究 『중국학논총』 52 한국중국문화학회

31 조원일 왕충(王充)의 인성론(人性論) 연구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32 조원일 육가(陸賈)의 인성론(人性論)에 관한 연구 『퇴계학논총』 28 퇴계학부산연구원 

33 조원일
육가(陸賈)의 군주론사상(君主論思想)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8
동양철학연구회

34 김주창
물학(物學)의 기점(起點), 동중서 철학의 
변증적 사유: 일기(一氣), 감응(感應), 민
주(民主) 개념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4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34편으로, 선진시대 28편, 한대 6편이다. 앞

에서 살펴본 선진과 한대의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제외한 글

은 모두 9편이다. 먼저 박사학위논문인 「고대 유교의 ‘효’ 사상과 그 특

수성에 관한 연구」는 동양 문화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효사상의 형성

과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타 문화와 구별되는 유교의 특수성을 밝

히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가정의 윤리에서 확대되어 국

가와 천하의 통치윤리로까지 확대된 효 사상의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유교의 효 문화가 지닌 현대적 의미와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유교의 효를 고정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부정하고, 현대 우

리 시대의 공동체에 맞는 효의 현대적 재해석을 강조함으로써 전통 사

상의 현대적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고대 중국의 “천(天)”은 “상제(上帝)”와 동일한 개념인가?」라

는 논문은 최근 중국의 고고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중국 고대의 ‘天’과 

‘上帝’의 연원과 그 의미 변화를 밝히고자 시도한 글이다. 필자는 갑골

문과 청동기 명문에 기록된 두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유가 철학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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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인 두 개념이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색채를 지니기 이전에 그 개념

의 원천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천인합일(天人

合一)을 통해서 본 인식과 실천공부의 결합」은 유학사상의 공부론과 수

양론의 출발점이 되는 ‘천인합일’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한 논문이

다. 필자는 천인합일이 유학의 궁극적인 이상이라고 설정하고, 인간이 

인식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공부를 통해 천인합일에 이르게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우진의 2편의 논문은 『주역』 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유학의 현대적 가치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먼저 『주역』에 보이는 무구(无咎) 개념의 의미 

분석을 통해, 이 개념이 현대사회의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사람의 태도와 방식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역』의 부끄러움[吝]이라는 개념도 개인이 삶의 과

정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파악하

였다. 따라서 필자는 『주역』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金載京 피드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교사상문화연

구』 63
한국유교학회

2 金載京
공자의 부정 평가가 제자들의 자존감에 
미친 영향 

유교문화연구』 64 한국유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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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고재석
『논어』기반 인성교육 평가척도의 이론토
대 연구 

『동양철학연구』 

88
동양철학연구회

교육 분야의 연구는 2015년의 7편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수이다. 

김재경의 2편의 논문은 공자가 제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

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글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공자의 피드백이 학

생들의 만족도 향상이나 동기부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것이 제자들의 행복감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제자에 대한 공자의 부정적 평가가 스승과 제자 사

이의 긴강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그것이 제자들의 진실이나 관계, 정

체성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밝히

고 있다. 두 논문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학교 교육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논어』기반 인성교육 평가척도의 이론토대 연구」는 『논어』에 

보이는 공자의 인성교육을 모델로 삼아서, 현재의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평가 척도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논문이다. 동양의 전

통 교육에서는 인성교육에 기반한 전인교육을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

았지만, 현재의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인성의 의미나 교육의 내용, 구체

적인 평가의 척도나 방법 등에서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논어』의 仁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그

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 역량과 핵심 덕목을 구체화하여 인성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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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척도의 이론적 

토대를 실험적으로 연구한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준은 아니지만, 동양적 인성 모델의 정립과 그것의 현대적 적용 가능

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車鎭萬
『春秋左氏傳』에 보이는 鄭子産의 외교정
치에 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 박병구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의 군자정치(君
子政治) 연구 -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

화』 59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3 이승률 공자의 공치 철학과 다섯 가지 프레임 『중국학보』 76 한국중국학회

4 조원일 육가(陸賈)의 정치사상(政治思想) 연구 
『동서철학연구』 

79
한국동서철학회 

5 박동인 『백호통의』의 유가철학과 그 정치적 의미 『양명학』 44 한국양명학회

6 박동인
『백호통의』의 생성과 그 정치적 의미 - 
황권옹호와 황권제한의 이중구조 

『유학연구』 36
충남대하교 유학

연구소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6편이 모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에서도 「『春秋左氏傳』에 보이는 鄭子産의 외교정치에 관한 고찰」은 춘

추시대의 대표적인 정치가의 정치 이론을 다룬 논문으로, 선진시대 유

가 철학의 주요 무대였던 춘추시대 정치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

공해준다. 필자는 『좌씨전』의 기록을 근거로, 鄭子産의 정치를 正名의 정

치로 규정하고, 그가 비상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名分에 의한 자립 외교

를 펼쳤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가가 주

장하는 정명의 정치가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의 정명론과 어떠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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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향후 다루어볼 만한 재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동인은 한대 今古文論爭의 결과물인 『백호통의』를 텍스트로 

삼아서, 당시 유가철학의 성격과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다룬 2편

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章帝에 의해 개최된 백호관회의와 그 결

과물인 『백호통의』에 담긴 유가 철학이 강력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탄

생한 텍스트라고 주장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

다. 『백호통의』는 한대 유가 철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에 선진시대나 이후 송명시대 등과 차별화되는 한대 유학

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기타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윤주 『周易』 生生思想의 書畵美學的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이순옥 東漢 書論의 美學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 柳瑛模
思無邪 - 예술비평의 보편적 판단기준으
로서의 가능성 검토

『유교사상문화연

구』 63
한국유교학회

4 심현섭 맹·순의 심미의식 비교연구 『유학연구』 34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5
황정희
유성선

孔子의 ‘爲仁由己’를 통한 道德的 不安
感 연구 - 철학치료의 불안 해소를 중심
으로  

『공자학』 31 한국공자학회

기타 연구 분야 5편 중에서 4편은 미학사상과 관련된 논문이고, 1편

은 공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철학치료의 가능성을 다룬 논문이다. 먼저 

「『周易』 生生思想의 書畵美學的 硏究」라는 박사학위논문은 『주역』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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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만물의 운동 변화의 법칙으로 거론되는 ‘生生’의 원리를 미학의 측면

에서 접근한 글이다. 『주역』의 生生的 미의식이 자연의 성대한 生意를 추

구한다는 점에서 동양의 書畫 藝術과 그 기저를 함께 한다는 것이 논문 

전체를 일관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思無邪 - 예술비평의 보편적 판단기

준으로서의 가능성」은 공자가 『시』 전체의 의미를 한 마디로 표현한 ‘思

無邪’가 전체 예술의 형식에 적용 가능한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思無邪’를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욕

구와 지향이라는 마음의 움직임에 근거한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미학

적 관점에서 예술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孔子의 ‘爲仁由己’를 통한 道德的 不安感 연구」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철학 치료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자의 仁을 

인간의 본성으로 파악하고, 이 본성의 회복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현대인의 도덕적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학사상에 기초한 철학 치료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유학사상의 현대적 적용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

서에 기록된 65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소중한 업적이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술 조사 보고서에 각 논문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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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면의 관계상 여기에서는 2편의 논문만을 별도로 선별

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

다. 두 논문은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는 연구가 미진한 전국시대부터 한

대까지의 유가 사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진시대와는 구별되는 한대 

유학 사상의 형성 과정이나 그 사상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다.

첫 번째 논문은 박동인의 「『백호통의』의 유가철학과 그 정치적 의

미」이다. 이 논문은 한대 유학 사상과 정치의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시대와 차별화되는 한대 유학의 실체와 그 학문적 특징을 밝힌 글

이다. 일반적으로 한대는 유학의 관학화를 통해 유교가 국교로 자리매

김한 시대로 여겨지며, 董仲舒는 이러한 유교의 국교화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후한시대에 황제 중심의 유교 국가

를 공고화하기 위해 기획된 회의가 백호관회의이며, 그 결과물이 『백호

통의』이다. 필자는 이 글에 앞서 「『백호통의』의 생성과 그 정치적 의미 

- 황권옹호와 황권제한의 이중구조」라는 논문을 통해, 이미 백호관회의

의 개최 배경과 『백호통의』라는 책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

였다. 백호관회의가 五經의 同異를 바로잡는다는 학술적 의미의 토론회

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당시의 황제였던 章帝의 강한 정치적 의도가 반

영된 회의라는 것이다. 즉 정제는 후한이 건립된 이후 산적해 있던 정치

적 문제를 해결하고, 황제 중심의 강력한 봉건 통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백호통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호통의』는 천자의 권위를 확립하여 

봉건 등급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이론이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필자는 파악하였다. 그런데 유학자 관료들은 여기에 더해서 국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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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안정을 위해 황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책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백호통의』는 황제 권력의 옹호와 견제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텍스트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이상과 같은 백호관회의와 『백호통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

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백호통의』에 보이는 유가철학의 성격을 당시

의 시대 상황과 결부시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백호통의』에서 황권 중심의 봉건통치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나갔는

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천자와 백성을 직접 연결시켜 황제 중심

의 일원화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했으며, 그것의 정당화를 

위해 왕권신수설과 重民의 이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가의 

전통적인 예법 이론을 수용하여, 황제와 백성을 직접 연결하는 예법을 

규정함으로써 백성들을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는 봉건등급질서의 확립을 위해 강력한 봉건윤리강상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천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三綱六紀의 윤리 속에 포섭함으로써 어떠한 외부 세력의 압박

에도 흔들리지 않는 봉건등급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이다. 이상과 같

이 필자는 『백호통의』 속에 보이는 유학 사상이 장제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된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며, 그것이 곧 후한시대 유학사상의 큰 특

징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필자의 주장처럼, 『백호통의』의 유학사상이 철저하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정치 현실에 부합하여 도출된 이론이라는 점은 정확한 지적

이다. 일반적으로 한대에 벌어졌던 경학논쟁은 대부분 순수한 학술 논

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개입된 정치 논쟁의 성격에 가

깝다. 특히 장제에 의해 기획되고, 또 직접 주도된 백호관회의는 황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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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일원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정치적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五經의 同異를 바로잡아서 통일된 경전 해석의 표준을 마련한다는 

회의의 주제에 걸맞게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지만, 그 역시도 황제가 

회의를 직접 주관하면서 해석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강한 정치

적 색채가 가미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오로지 황제 중심의 봉건지배체제의 확립이라

는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 내용만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서 『백호통의』에 

보이는 유학사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백호통의』라는 책의 성격과 그 

속에 담긴 유학사상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데는 다소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백호관회의가 통일된 경전 해석의 도출이라는 목적에 의

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백호통의』라는 회의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학자들 간의 치열한 경학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구

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이 경학논쟁의 중심에는 정치 이론 분

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公羊學과 左氏學의 논쟁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좌씨학은 황제 권력의 절대화를 위해 제후의 권한을 축소하고, 大

夫의 遂事를 허용하지 않는 등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정

치 이론을 제시하였다. 장제는 이러한 좌씨학의 이론을 회의의 쟁점으

로 부각시킴으로써 황제 중심의 일원화된 권력 질서의 구축을 도모하

려고 하였다. 공양학은 이러한 좌씨학 이론과는 대척점에 서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백호통의』이다. 

따라서 『백호통의』의 성격을 다룰 때는 춘추학 분야의 논쟁이 그 중심

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춘추』에 보이는 천자와 제

후의 관계, 제후와 대부의 권한 등을 현실 정치로 끌어와서 황권의 절대

화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 논쟁의 큰 축을 형성한다고 할 



36   제1편 중국유학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빠진 채 오로지 장제의 정치

적 목적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백호통의』를 분석하

고 있기 때문에 『백호통의』의 유가철학의 실체를 온전하게 밝혔다고 보

기는 힘들다. 최소한 『백호통의』에 보이는 경학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

지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필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면, 이 논문이 기존의 『백호통의』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논문

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은 원용준의 「『좌전』의 예언기록 고찰」이다. 일반적으

로 선진시대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한 유학 사상과 진한시대 동중서

를 대표로 하는 유학 사상은 학문의 성격이나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점

을 보인다. 진한시대에는 음양오행이론이나 천인관계이론이 학문의 근

저를 형성하면서 유학 사상도 선진시대와는 달리 형이상학적이고 우주

론적인 색채가 보이고,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좌전』의 예언기록에 보이는 유가의 윤리 이론에 주목

하여, 그것이 전한시대 유가 사상의 전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한시대의 유가 사상을 연구할 경우에는 주로 한나라 

초기의 유가 학자인 陸賈나 賈誼, 그리고 한대 유학의 주류를 형성했던 

董仲舒를 핵심 주제로 삼는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사상가들이 

주장한 이론의 특징을 밝히는 과정에서 주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특

징에만 주목할 뿐, 그 사상의 연원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좌전』에 보이는 유가 윤리가 선진시대와는 전

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전국말기부터 진한시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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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상의 한 축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좌전』의 예언기록이 선진

시대와 구별되는 진한시대 유가사상의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것이 이후 한대 유가 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선진시대와 진한시대 유학 사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만 언급할 뿐, 그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

고, 또 그 변화의 양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

지 못했다. 본 논문은 유학 사상이 선진시대에서 진한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을 『좌전』의 예언기록이라는 구체적인 문헌을 통해 밝힘으로써 시

대의 변천 과정에서 유학 사상의 변화 양상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필자는 『좌전』에 보이는 예언기록 속에서 선진시대의 유학 사상에

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학문적 경향을 발견한다. 그것은 전국시

대 말기부터 한나라 초기의 이론인 음양오행이론과 천인관계이론이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자가 주목한 점은 『좌전』의 예언은 미래예언적

인 『주역』의 주술성을 유가의 윤리로 새롭게 정립시켰다는 점이다. 『좌

전』에서 이와 같이 음양오행이나 천인관계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

의 유가 윤리를 제시한 것은 바로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의 정

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즉 당시

의 황로 도가가 천인관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통일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여 그 시대의 주류를 형성했는데, 유학 사상에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선진시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이론의 정비가 요청되

었으며,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좌전』에 보이는 예언 기록이라는 것

이다. 유가 이론가들은 도가 사상과는 차별화되는 유가의 윤리 사상을 

『좌전』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당시의 도가 사상이 지닌 약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시대의 중심에 서려고 했으며, 그 결과 동중서 등에 의한 유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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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화라는 결심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좌전』은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에 이르는 과정에 활동했던 유가 학자들의 작품이다. 그리

고 그 내용은 단순히 『주역』을 근거로 한 미래 예언적인 점술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핵심으로 한 유가의 윤리이론이다. 나아가 이 윤

리이론은 천도와 인도의 결합, 주술과 윤리의 결합 등과 같이 선진시대

의 윤리이론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그것은 전국 말기에서 한

나라 초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결국 『좌전』의 예언기록은 선진시대에서 진한시대로 넘어가는 유가 이

론의 과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것이 이후 한대 

유학 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필자는 파악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전국시대 말기 또는 한초의 사상계나 유학 사상 등

에 대한 연구나 『좌씨전』이나 『공양전』 등 당시의 대표적인 경전에 대

한 연구 성과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춘

추전국시대와 한대를 이어주는 사상사의 매개고리 역할을 할 뿐만 아

니라, 한대 유학 사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으로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필자의 말처럼, 『좌전』의 

저작 연도나 그 진위 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의 주장들이 

자칫 근거 없는 주장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다루는 예언 기록들이 전국시대 말기 또는 한나라 초기

의 기록물이라는 명확한 근거나 그와 관련된 학계의 정통한 이론을 서

론에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

을 듯하다.     

『좌씨전』의 예언 기록을 전국시대 말기, 또는 한초 유가 사상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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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노학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은 매우 독특한 접근 방

식으로 보인다. 한초 황노학이 유행할 때 활동했던 유가 지식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陸賈와 賈誼 등의 제한된 인물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고, 또 

천인관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로 동중서를 그 중심에 두고 있

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좌씨전』이 한초 유가의 시대적 대응의 산물

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필자는 『좌씨전』

의 저작 연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

고 있지만, 만약 『좌씨전』의 예언 기록이 황노학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또 동중서의 유교국교화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좌씨전』 전체의 성립 문제는 다루지 않더라도, 최소한 본 논문에

서 다루고 있는 예언기록이 전국시대 말기 또는 한초의 작품이라는 점

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한초의 사상을 다룰 때는 주로 황노학과 한

초 유학자들의 대결 양상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것만으로

는 동중서라는 강력한 유가 사상가의 출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동중서의 유학 사상이 그만

의 독창적인 성과가 아니라, 『좌씨전』의 예언 기록과 같은 이론들이 중

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초에 활동했던 육가와 가의 등과 같은 대표적인 학자

들의 이론, 나아가 동중서의 이론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 사상적

인 공통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

약 이러한 연구 성과도 함께 이루어낸다면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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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2016년도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65편이다. 전년도의 71편과 비교해보면 편수에서는 큰 변

화가 없지만, 시대별로는 선진시대가 대폭 감소했고 진한시대가 10편 

이상 증가하였다. 평소에 성과가 부족했던 진한시대의 연구가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위진남북조시대나 수당시대 등 선진과 진

한을 제외한 시대의 연구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다. 분석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여전히 지난해와 마찬가

지로 공자와 맹자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순자 연구가 많

이 줄어든 반면, 한대의 유가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했

다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논어』에 보이는 

다양한 개념을 주제로 잡아서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몇 편의 논문이 눈에 띈다. 그리고 한대의 사상가 중에서는 陸賈에 대한 

연구가 4편이나 발표되었고, 그 외에 賈誼·董仲舒·王充·鄭玄 등 한

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경학사상 분야가 작년에 비해 많이 상승한 반면, 

교육 분야가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가 철학의 근저

를 형성하는 유교 경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학계

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

지 타학문과의 융복합이나 인성교육 등 시대적 추세에 맞춘 연구 성과들

이 꾸준히 배출되었지만, 올해에는 크게 감소 추세에 있어서 유학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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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경학 분야에서 주로 『주역』 관련 연구에 치중되던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시』·『서』·『예』·『춘추』·『주례』, 그리고 출토 문헌과 讖緯 관

련 서적까지 연구 분야가 확대된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2014부터 진행된 분석 경과를 종합하면, 선진시대에서 수당시대까

지의 연구 경향은 세부적인 논문의 편수에서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

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 연구는 주로 공자·맹자·순자, 그리고 『주역』을 중심으로 진

행되고, 그 외의 인물이나 경전 등에 대한 연구는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고정

된 연구 형태는 대표적인 연구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유학 사상사 전반에 대한 연구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인 측

면에서는 한국 철학계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를 통해 발견한 현재 유학 연구의 가장 큰 문제

점은 연구의 편향성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연구 영역

의 확대를 위한 학계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그 노

력은 두 가지 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연

구가 미진한 분야들도 중국이나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

과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먼저 이러한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인물의 저술이

나 경학 분야의 기초 텍스트를 단계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연

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문 연구를 

위한 기초 토대가 마련되어야만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

어 균형 잡힌 학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