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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학계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의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에 수록된 논문과 각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논문의 

출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연구정

보서비스(KCI)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박사학위논문 

4편과 일반논문 35편 등 총 39편의 논문이 조사되었다.

정리방법으로는 첫째, 북송시대와 남송시대의 학자들을 인물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경학, 성리학, 윤리학, 정치사회학, 예학, 비

교학 등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여러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

고 비평하였으며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마지막으로 서술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인물에 따른 분류로는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정호, 정이, 그리고 정이의 

제자 곽충효와 남송의 주희, 육구연, 채원정 등 6명의 유학자들과 절강

학파의 사상을 소개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정호에 관한 논문

은 1편이 있으며 정이에 관한 논문은 2편이 있고 곽충효에 관한 논문

은 1편이 있다. 그리고 주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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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박사학위논문 4편으로 총32편이 있으며 그 밖에 육구연에 관한 논

문이 2편이 있으며 채원정에 관한 논문은 1편, 그리고 송대 절강학파

에 관한 논문이 1편 있다.

1) 정호(명도, 1032–1085)[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종모 정명도의 『주역』해석과 그 경학사적 의의 『陽明學』 제45호 한국양명학회

정호에 관한 논문은 정종모의 논문 1편으로 정명도의 『주역』해석의 

특징과 그 경학사적 의의를 통해 경학 및 철학 측면에서 그가 갖는 독립

적 위상을 확인하려 하고 있다.

2) 정이(이천, 1033–1107)[일반논문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안재호
敬과 窮理의 메커니즘–정이의 수양공부
론은 認知的인가?-

中國學報 第76輯 한국중국학회

2 황태현
『大學』聽訟章의 이해–이천과 주자를 중
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4

집

영산대학교 동양

문화연구원

정이에 관한 논문은 모두 2편인데 안재호와 이현선의 논문이 각각 1

편씩 있다. 한편은 경과 궁리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한편은 정이의 『大

學』 聽訟章에 대한 관점을 주자와 비교를 통해 서술하고 있는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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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곽충효(겸산, 미상–1128)[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곽효동
程門‘中庸學’의 別傳 - 朱子와 비교
하여 본 郭忠孝의 『中庸』 해석 

퇴계학보 第140輯 퇴계학연구원

정이의 제자 곽충효에 관한 논문은 2016년도 처음으로 발표된 논문

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중국학자 곽효동의 논문으로 중국어와 한국어

로 번역되어 퇴계학보에 실린 논문이다.

4) 주희(회암, 1130–1200)[일반논문 28편, 박사학위논문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가모사
《朱子家訓》在現代社會中的發展傳承–
以道德、人性爲中心-

退溪學論叢 第28

輯
退溪學硏究院

2 강진석
국내 주자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11-2015)

中國學報 第78輯 한국중국학회

3 권영화
주자 심론으로 바라본 인간성 위기에 
관한 고찰

철학논총 제85집 새한철학회

4 김기현 주자학의 미발(未發) 개념 정립 과정 『陽明學』 제44호 한국양명학회

5 김미소
주자의 주재는 거대한 지향인가, 자의
적인 실력행사인가

『철학연구』 제53집
고려대학교 철학

연구소

6 김범수 주자의 학문은 잡학(雜學)인가?
인문사회 21, 제7권 

제6호

아시아문화학술

원

7 김상준 ‘다른 근대’와 주희 주권론의 현재성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6집
한국유교학회

8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占卜과 道德의 관계에 
관한 연구-『易經』의 ‘元亨利貞’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공자학 제31호 한국공자학회

9 김혜수
주자의 공부론 관점으로부터 理氣의 
관계 재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6집 
한국유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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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혜수 주자의 적자지심에 대한 윤리학적 해석 철학탐구 제44집
중앙대학교 중앙

철학연구소

11 김혜수 행복의 의미에 관한 주자학적 고찰 東洋哲學 第45輯 한국동양철학회

12 문석윤
朱子에서 도덕실천과 감정, 그리고 수
양의 문제

東洋哲學 第46輯 한국동양철학회

13 박성호
주자의 격물치지설과 원불교의 사리연
구 비교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제70집

원불교사상연구

회

14

박재갑
고재석 
전철

조상과 후손의 만남에 대한 동서양 다
원적 패러다임 연구–주자의 감응이론
과 칼융의 동시성이론을 중심으로-

『儒學硏究』 第34輯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5 방경훈
주희(朱熹)의 심(心)을 통한 인식에 관
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제69집

원광대학교 원불

교 사상연구회

16 서근식
주자의 『대학장구』를 통해 본 平天下의 
세계

東洋古典硏究 第

63輯
동양고전학회

17 성광동
주희의 格物致知說에 대한 고찰-『대학
혹문』전오장과 ‘대학혹문어류’의 비판
적 이해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硏究 第

63輯
동양고전학회

18 이기원
철학상담치료에서 보는 신독론–주희
의 주해를 중심으로-

東方學 第35輯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19 이대승 주희의 『참동계고이』 저술과 그 배경
태동고전연구 제36

집
태동고전연구소

20 이동욱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에 대한 
연구 – 효(孝)의 사회적 확대에 관하여

철학 제126집 한국철학회

21 이동욱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에 대한 
연구Ⅱ–효(孝)와 인(仁) 관계에 관하여

철학 제127집 한국철학회

22 이연정 주희 독서론: 함양공부로서의 독서 『陽明學』 제44호 한국양명학회

23 이인철
성리학(性理學)과 지행(知行)문제–주
자(朱子)와 양명(陽明)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61집 한국교육철학회

24 이향준
서(恕): 성리학적 변형–주희(朱熹)를 
중심으로-

東洋哲學 第46輯 한국동양철학회

25 임헌규
德개념 논쟁에 대한 일고찰: 『논어』‘德
句節’에 대한 朱子와 茶山의 해석비교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59號

경북대학교퇴계

연구소

26 홍성민
朱子의 공부론에서 신체의 의미와 역
할–신체적 암묵지 개념을 중심으로

東方學 第34輯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27 홍성민
朱子 哲學에서 감정의 적절성과 도덕
성

東方學 第35輯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28 황태현
『大學』聽訟章의 이해–이천과 주자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4집
영산대학교 동양

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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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경희
『맹자』에 관한 朱熹·이토진사이·丁若
鏞의 해석의 비교연구-性·心·政을 
중심으로 -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30 박영식 朱熹의 敬 思想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
동국대학교 대학

원

31 박준철 주희의 지행 공부론 연구 [국내박사]
韓國學中央硏究

院 韓國學大學院

32 방경훈 朱子의 理에 관한 哲學的 探究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주희에 관한 논문은 총 32편으로 그 중 일반 논문 28편, 박사학위논

문 4편이 있다. 주희에 대한 논문은 한국 학계에서 발표된 중국 성리학 

논문 중 그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많다. 주제도 다양하여 경학, 이기론, 인식론, 

정치사상, 비교, 기타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이 다룬 주제

는 윤리 수양론 부분이다. 특히 주희와 다른 대상과의 비교 논문에서는 

주희와 왕양명과의 비교, 조선유학자와의 비교뿐 아니라 일본 유학자

와의 비교, 서구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비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주희의 효에 관한 논문이나 철학상담 등 기존의 논문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주제를 다룬 참신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5) 육구연(상산, 1139–1193)[일반논문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동욱
육구연 역학(易學)의 특징에 대한 시
론적 고찰 

『陽明學』 제44호 한국양명학회

2 조원일 육상산(陸象山)의 천인관계론 연구 『儒學硏究』 第37輯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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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2015년도 1편도 없었는데 2016년에는 2편의 

논문이 나왔다.

6) 채원정(서산, 1135–1198)[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희영
송대 역학과 율도량형론(律度量衡論)
의 맞물림–채원정의 『율려신서』를 
중심으로- 

철학논집 제44집
서강대학교 철학

연구소

채원정에 관한 논문은 2015년 1편도 없었는데 2016년에는 조희영

의 1편의 논문이 있다.

7) 기타[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명희
송대 절학(浙學)의 유파와 그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88집 동양철학연구회

기타에는 인물에 관한 논문이 아닌 송대절강학파에 관한 논문으로 

임명희의 1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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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윤리·수양론, 4)인식론, 

5)비교, 6)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39편이다. 각 분류

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역학, 예학] 6편, 이기론 3편, 윤리·수양론 17편, 

인식론 3편, 비교 5편, 기타 5편이다. 

많은 논문들이 제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로 발표되어 공통분모

를 찾아 범주를 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현대 사회와 연결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

문이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1) 경학[역학, 예학](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占卜과 道德의 관계
에 관한 연구-『易經』의 ‘元亨利貞’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공자학 제31호 한국공자학회

2 이대승 주희의 『참동계고이』 저술과 그 배경 태동고전연구 제36집 태동고전연구소

3 이동욱 육구연 역학(易學)에 관한 시론적 고찰 『陽明學』 제44호 한국양명학회

4 정종모
정명도의 『주역』해석과 그 경학사적 의
의

『陽明學』 제45호 한국양명학회

5 조희영
송대 역학과 율도량형론(律度量衡論)
의 맞물림 – 채원정의 『율려신서』를 
중심으로 -

철학논집 제44집
서강대학교 철학

연구소

6 황태현
『大學』聽訟章의 이해 – 이천과 주자를 
중심으로 –

동양문화연구 24집
영산대학교 동

양문화연구원

 

경학에 관한 논문은 역학 관련 논문이 6편 중 5편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며 『대학』 관련 논문 1편이 있다. 역학 관련 논문은 정호, 주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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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채원정 등의 다양한 인물들의 역학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호

의 역학관련 논문으로 「정종모의 정명도의 『주역』해석과 그 경학사적 

의의」가 있고 주희의 역학관련 논문은 2편으로 김정각의 「朱熹易學에서

의 占卜과 道德의 관계에 관한 연구 - 『易經』의 ‘元亨利貞’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와 이대승의 「주희의 『참동계고이』 저술과 그 배경」이 있다. 

그 밖에 육구연과 채원정의 역학관련 논문으로 「육구연 역학(易學)에 관

한 시론적 고찰」과 「송대 역학과 율도량형론(律度量衡論)의 맞물림–채

원정의 『율려신서』를 중심으로–」가 있다. 그리고 『대학』 관련 논문으

로는 「『大學』聽訟章의 이해–이천과 주자를 중심으로–」가 있다.

2) 이기론(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혜수
주자의 공부론 관점으로부터 理氣의 
관계 재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6집
한국유교학회

2 방경훈 朱子의 理에 관한 哲學的 探究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3 조원일 육상산(陸象山)의 천인관계론 연구 『儒學硏究』 제37집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이기론 관련 논문은 일반논문 2편과 박사학위논문 1편, 총 세편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김혜수의 「주자의 공부론 관점으로부터 理氣의 

관계 재해석」과 조원일의 「육상산(陸象山)의 천인관계론 연구」가 있고 

박사논문으로는 방경훈의 「朱子의 理에 관한 哲學的 探究」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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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수양론(1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가모사
《朱子家訓》在現代社會中的發展傳
承 – 以道德、人性爲中心 -

退溪學論叢 第28輯 退溪學硏究院

2 권영화
주자 심론으로 바라본 인간성 위기의 
고찰

철학논총 제85집 새한철학회

3 김미소
주자의 주재는 거대한 지향인가, 자
의적인 실력행사인가

『철학연구』 제53집
고려대학교 철학연

구소

4 김혜수
주자의 적자지심에 대한 윤리학적 해
석

철학탐구 제4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

학연구소

5 김혜수 행복의 의미에 관한 주자학적 고찰 東洋哲學 第45輯 한국동양철학회

6 문석윤
朱子에서 도덕 실천과 감정, 그리고 
수양의 문제 

東洋哲學 第45輯 한국동양철학회

7 박영식 朱熹의 敬 思想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8 박준철 주희의 지행 공부론 연구 [국내박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9 서근식
주자의 『대학장구』를 통해본 平天下
의 세계

東洋古典硏究 第63

輯
동양고전학회

10 안재호
敬과 窮理의 메커니즘 –정이의 수
양공부론은 認知的인가?-

중국학보 제76집 한국중국학회

11 이기원
철학상담치료에서 보는 신독론 –주
희의 주해를 중심으로-

東方學 第35輯
한서대학교 동양고

전연구소

12 이동욱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에 대
한 연구 – 효(孝) 사회적 확대에 관
하여

철학 제126집 한국철학회

13 이동욱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에 대
한 연구Ⅱ - 효(孝)와 인(仁) 관계에 
관하여

철학 제127집 한국철학회

14 이연정 주희 독서론: 함양공부로서의 독서 『陽明學』 제44호 한국양명학회

15 이향준
서(恕): 성리학적 변형 –주희를 중심
으로 -

東洋哲學 第46輯 한국동양철학회

16 홍성민
朱子 공부론에서 신체의 의미와 역
할 –신체적 암묵지 개념을 중심으로

東方學 第34輯
한서대학교 동양고

전연구소

17 홍성민
朱子 哲學에서 감정의 적절성과 도
덕성

東方學 第35輯
한서대학교 동양고

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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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수양 관련 논문은 일반논문 15편과 박사학위논문 2편등 총 

17편으로 주제별 분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일반논문으로는 

중국어 논문인 賈模斯의 「《朱子家訓》在現代社會中的發展傳承–以道德, 人

性爲中心 -」이 있으며 권영화의 「주자 심론으로 바라본 인간성 위기의 

고찰」, 김미소의 「주자의 주재는 거대한 지향인가, 자의적인 실력행사

인가」, 김혜수의 「주자의 적자지심에 대한 윤리학적 해석」과 「행복의 

의미에 관한 주자학적 고찰」, 문석윤의 「朱子에서 도덕 실천과 감정, 그

리고 수양의 문제」, 서근식의 「주자의 『대학장구』를 통해본 平天下의 세

계」, 안재호의 「敬과 窮理의 메커니즘–정이의 수양공부론은 認知的인

가?–」, 이기원의 「철학상담치료에서 보는 신독론–주희의 주해를 중

심으로–」, 이동욱의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에 대한 연구–효

(孝) 사회적 확대에 관하여」와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에 대한 연

구Ⅱ–효(孝)와 인(仁) 관계에 관하여」, 이연정의 「주희 독서론: 함양공부

로서의 독서」, 이향준의 「서(恕): 성리학적 변형–주희를 중심으로–」, 

홍성민의 「朱子 공부론에서 신체의 의미와 역할–신체적 암묵지 개념

을 중심으로」와 「朱子 哲學에서 감정의 적절성과 도덕성」이 있다. 그리

고 박사논문으로는 박영식의 「朱熹의 敬 思想에 관한 硏究」와 박준철의 

「주희의 지행 공부론 연구」가 있다.

4) 인식론(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기현 주자학의 미발(未發) 개념 정립 과정 『陽明學』 제44호 한국양명학회

2 방경훈
주희(朱熹)의 심(心)을 통한 인식에 관
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

화 제69집

원광대학교 원불

교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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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성광동
주희의 格物致知說에 대한 고찰 - 
『대학혹문』전오장과 ‘대학혹문어류’의 
비판적 이해를 중심으로 - 

東洋古典硏究 第63

輯
동양고전학회

인식에 관한 논문은 모두 세편으로 김기현의 「주자학의 미발(未發) 

개념 정립 과정」, 방경훈의 「주희(朱熹)의 심(心)을 통한 인식에 관한 연

구」, 성광동의 「주희의 格物致知說에 대한 고찰–『대학혹문』전오장과 

‘대학혹문어류’의 비판적 이해를 중심으로 -」가 있다.

5) 비교(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곽효동
程門‘中庸學’의 別傳 - 朱子와 비교하
여 본 郭忠孝의 『中庸』 해석 

퇴계학보 第140輯 퇴계학연구원

2 김경희
『맹자』에 관한 朱熹·이토진사이·丁
若鏞의 해석의 비교연구 - 性·心·
政을 중심으로 -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3 박성호
주자의 격물치지설과 원불교의 사리연
구 비교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제70집

원광대학교 원불

교사상연구회

4 이인철
성리학(性理學)과 지행(知行)문제 –주
자와 양명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61집 한국교육철학회

5 임헌규
德개념 논쟁에 대한 일고찰: 『논어』‘德
句節’에 대한 朱子와 茶山의 해석비교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59號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비교 논문으로는 일반논문이 4편 박사학위논문이 1편 총 5편의 논

문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郭曉東의 「程門‘中庸學’의 別傳 -–朱子와 비

교하여 본 郭忠孝의 『中庸』 해석」, 박성호의 「주자의 격물치지설과 원불

교의 사리연구 비교」, 이인철의 「성리학(性理學)과 지행(知行)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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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양명을 중심으로–」, 임현규의 「德개념 논쟁에 대한 일고찰: 『논

어』‘德句節’에 대한 朱子와 茶山의 해석비교」가 있으며 박사논문으로는 

김경희의 「『맹자』에 관한 朱熹·이토진사이·丁若鏞의 해석의 비교연

구–性·心·政을 중심으로–」가 있다.

6) 기타(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진석
국내 주자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11∽2015)

中國學報 第78輯 한국중국학회

2 김범수 주자의 학문은 잡학(雜學)인가?
인문사회 21, 제7권 제

6호

아시아문화학술

원

3 김상준 ‘다른 근대’와 주희 주권론의 현재성
『유교사상문화연구』 제

66집
한국유교학회

4

박재갑
고재석 
전철

조상과 후손의 만남에 대한 동서양 
다원적 패러다임 연구–주자의 감응
이론과 칼융의 동시성이론을 중심으
로-

『儒學硏究』 第34輯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5 임명희
송대 절학(浙學)의 유파와 그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88집 동양철학연구회

기타의 논문으로는 강진석의 「국내 주자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11∽2015)」, 김범수의 「주자의 학문은 잡학(雜學)인가?」, 김상준의 

「‘다른 근대’와 주희 주권론의 현재성」, 박재갑 고재석 전철의 「조상과 

후손의 만남에 대한 동서양 다원적 패러다임 연구–주자의 감응이론과 

칼융의 동시성이론을 중심으로–」, 임명희의 「송대 절학(浙學)의 유파

와 그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등 모두 5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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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1) 주요 논문 

⑴ 이동욱의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에 대한 연구Ⅱ–효(孝)와 인

(仁) 관계에 관하여」

이 논문은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에 대한 연구–효(孝) 사회적 

확대에 관하여」라는 논문의 후속편이다.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

징에 대한 연구–효(孝) 사회적 확대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주희의 효 

개념의 특징에서 효의 사회적 확대 문제에 대하여 논하였다면 이 논문

은 효라는 같은 주제에 대하여 ‘효(孝)와 사회적 가치 혹은 규범(義)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자는 공자와 맹

자가 가졌던 ‘사적 관계로의 퇴행’이라는 효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희

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주희는 효가 사적 관계

로 퇴행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고 이러한 퇴행을 막기 위한 이

론적인 장치로 인(仁)–애(愛) 의 체용론 구조를 활용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동욱은 이러한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효와 사회적 규범의 충

돌’이라는 주제와 주희의 인(仁)–애(愛) 체용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가? 제가에 의해 제기된 유학의 도덕적 편파성과 차별성의 문제에 맞

서 주희의 체용론 구조는 유학의 논리적 구조를 옹호할 수 있는가? 주

희 당시의 도덕성–인(仁)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의 논의에 대해 주희

의 체용론은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제기

하여 주희의 인(仁)–애(愛) 체용론이 단순히 이들 문제 중 하나에 대한 

이론적 대응이 아니라 문제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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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동욱은 이 논문에서 “주희는 효(孝)와 인의 충돌에서 사

적 관계인 효가 도덕원리인 인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양자의 충돌에서 

공자와 맹자처럼 사적 관계로 퇴행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주희는 

인(仁)–애(愛) 체용론의 구조를 통해 인(인)은 도덕의 본질이며, 애(愛)/

효(孝)는 그 도덕 본질의 현상화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仁)–애(愛) 

체용론 구조를 신유학에 처음 도입한 것은 정이(程頤)이며 주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정이와 주희가 체용론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선

진 유학에서 도덕 정서/감정에 근거하여 도덕적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 

즉 애(愛)라는 정서적 반응에 기반한 행위를 확장함으로써 그 연속성상

에서 인에 도달한다는 시각은 한계에 부딪친다. 주희는 인(仁)이 본체

로서 애(愛)라는 현상의 작용과 속성을 규정하며, 본체인 인(仁)이 곧 근

거이자 목표이므로 애(愛)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은 인(仁)을 기준으로 

재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여기고 있다. 즉 이동욱은 주희가 인

과 효를 체용의 관계로 보아 선진유학이 가지고 있던 효가 사적관계로

서의 퇴행의 이론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은 현대 유학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적인 사

회규범과 사적인 도덕감정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의 문제

에 대하여 주자의 체용론 구조를 들어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효(孝)는 공적인 도덕규범인 인(仁)

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또 이 공적인 도덕규범인 인은 사적인 효(孝)즉 

차별적 사랑을 통해서 실천된다는 주희의 체용론 구조를 가지고 설명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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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성민의 「朱子 哲學에서 감정의 적절성과 도덕성」

이 논문에서 홍성민은 “최근 서양의 감정론 연구가 ‘감정의 적절성’문

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핵심 논제는 감정이 대상을 지향하는 것인지 

감정이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정이 대상과 일치하

는지의 여부를 도덕철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이것은 

성리학의 중절(中節)에 관한 논의와 상당부분 중첩된 것으로 주자의 중

절에 관한 탐구를 통해 최근 감정론 연구와 유의미한 대화가 가능하다”

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자철학에 나타난 중절(중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감정 상태이며 또 어떤 도덕

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여겼다. 홍성민은 이 논

문에서 먼저 주자가 도덕 감정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살피고 있

다. 그는 주자가 “실제 감정현상의 차원에서는 사단과 칠정이 순선(純

善)대(對) 유선악(有善惡)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자는 오

히려 사단과 칠정이 모두 악(惡)의 위험과 선(善)의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단과 칠정을 가르는 구획선도 상당히 흐릿한 것으

로 여겼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주자에게 있어 감정의 도덕성은 어떻

게 규정되는가? 이동욱은 이에 대하여 “주자는 감정이 중절하는가에 

따라 도덕 감정 여부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악은 본질

적이고 선천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상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문제라

는 것이 주자의 생각이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주자는 사단과 칠

정이 서로 연결 되어 있는 감정군(感情群)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사단

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나면 도덕 감정을 규정할 새로운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주자는 그 기준을 중절이라고 생각했다”고 보았다. 홍

성민이 보기에 주자는 악이란 단지 감정의 과불급에 불과할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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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했으며 중절이란 만인이 공감하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수준

에 자기감정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즉 보편타당하고 공평무사한 감

정의 수준에 이르는 감정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자의 도덕

감정론은 규범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즉발

성이나 자연성을 거부하고 도덕 가치규범에 따라 숙고되고 훈련된 감

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민은 또 주자가 “이러한 감정의 

훈련을 위해 궁리(窮理)와 지지(持志)의 공부를 제시하는데, 궁리는 감

정 주체가 도달해야 할 중절의 기준을 파악해가는 이성적 공부이고 지

지는 자신의 기질을 제어하고 마음의 지향을 굳건히 다잡는 의지적 공

부이며 이러한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중절한 도덕 감

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주자가 감정의 도덕성 여부를 사단과 칠정이라는 범주로 

구분한 적이 없으며, 사단과 칠정의 심성론적 근거를 다르게 설정한 적

도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은 감정이 중절과 부중절로 나

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매우 독특하다. 특히 주자가 감정이 

드러나는 현상에서 사단도 부중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관점은 더

욱 그렇다. 이는 조선성리학연구에서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황

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론 연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논문 비평

⑴ 곽효동의 「程門‘中庸學’의 別傳-朱子와 비교하여 본 郭忠孝의 『中庸』 해석」

이 논문은 중국 복단대학교 철학대학 교수인 곽효동이 북송시대 정이

(程頤)의 제자 곽충효의 『중용』해석에 관해 주자와 비교하여 분석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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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정이의 역학과 중용학을 계승한 곽충효는 한국학계에서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인물이다. 실제로 이러한 인물이 실존에 대해 본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곽효동은 곽충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

다. “곽충효는 정이의 역학과 중용학을 계승한 만년의 제자이다.” 즉 

곽효동은 곽충효가 정이의 역학과 중용학을 계승한 인물이라 여기

고 있다. 하지만 그의 『중용』에 관한 주석서는 이미 일실되었다. 일실

된 이유에 대하여 곽효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송 이후 주자

학 일존주의로 흐르게 되었는데, 주자가 겸산(곽효동)의 학문을 취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겸산 부자의 학문에 대해 비판의 말도 많이 남기

면서 겸산의 학문은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그 저술 또한 모두 산

실(散失)되었다. 비록 그렇지만, 겸산의 후학인 여입무(黎立武)의 『중용

분장(中庸分章)』과 『중용지귀(中庸指歸)』가 겸산 중용학의 종지를 잘 설

명하고 있고, 그 안에 겸산 부자 저술의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

다. 남송의 위식(衛湜)이 편찬한 『예기집설(禮記集說)』에도 겸산이 중용

을 해석한 19조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 겸산 부자는 그들의 

역학 저술인 『겸산역해(兼山易解)』와 『곽씨전가역설(郭氏傳家易說)』에

도 중용에 대한 견해를 많이 밝혀 두었다. 『곽씨전가역설』은 오늘날까

지 전해졌고, 『겸산역해』는 비록 일실되었지만 송대의 방문일(方聞一)

과 증동(曾穜)이 편찬한 『대역수언(大易粹言)』에 겸산의 주역에 대한 저

술이 다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겸산의 『중

용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이며, 또 그 보다 많은 부분에서 겸산의 

중용에 대한 이해를 살필 수 있다.” 즉 곽충효의 1차적인 자료는 모두 

사라졌지만 2차적인 자료는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곽충효의 중용

학에 대한 면모를 그려 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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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동은 곽충효 중용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체용’을 가지고 

『중용』을 논했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즉 곽충효가 중(中)과 용(庸), 충

(忠)과 서(恕), 도(道)의 대원(大原)과 신(神)의 묘용(妙用) 등을 모두 체용

의 관계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 곽효동은 주자가 중용을 설명한 것도 실

로 ‘체용’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주자가 곽

충효의 중용설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논하고 있

다. “주자의 관점에서 ‘중(中)’안에 본래 체용이 있는 것이며, 겸산이 말

한 것처럼 ‘중(中)이 그 체(體)이고, 용(庸)이 그 용(用)인것’은 아닌 것이

다. 이것이 주자가 겸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이다. …… 

주자는 정자가 ‘불역(不易)’으로 ‘용(庸)’을 해석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평상(平常)’의 뜻으로 풀어냈다. ‘평상’의 의미는 주자의 『중용』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이 주자가 겸산에 대해 동의 

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이다.” 즉 곽효동은 주자가 곽충효를 비판한 이

유가 ‘중(中)’을 ‘체(體)’로 ‘용(庸)’을 용(用)으로 이해한 것에 있다고 보

았다. 

곽효동은 곽충효가 “『역』으로 『중용』을 해석하기도 하고 『중용』으

로 『역』을 해석하기도 하면서 양자의 융회관통을 이루어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곽충효 중용학의 일대 특색으로 여기고 있다. 

곽효동은 마지막으로 “겸산이 전승한 바는 분명히 유초(游酢), 양시

(楊時), 그리고 주자와 다르지만 겸산의 중용학을 보존해두는 것이 학술

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의 문제점을 나열하면 대략 세 가지로 서술할 수 있다 첫째, 

논자가 곽충효 중용학을 논하기 위해 1차적 자료가 없이 2차적 자료만

으로 곽효동의 중용학이 주자의 중용학과 다른 점과 주자가 비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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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에게는 생소한 정자의 만

년제자 곽충효의 중용학에 대한 특징을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학

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곽충효의 사상

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사상으로서의 연구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 논문에는 원문만 인용이 되어 있지 선행연구

에 관한 내용이나 학술논문은 전혀 참고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학술논문

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학술논문으로서 가치

가 있는지 의심된다. 

⑵ 권영화의 「주자의 심론으로 바라본 인간성 위기의 관한 고찰」

이 논문은 현대 사회의 인간성 위기를 주자의 심론에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인간성 위기의 원인을 주자의 이중적 심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주자 심의 이중성을 후설이 주장한 의식의 이중성과 비교함으로써 현

상학적 접근 방식을 시도 하였다. 유학적 관점에서 인간성의 위기는 인

간이 인욕에 빠져서 감춰진 도심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근대 

현상학자인 후설은 인간성의 위기를 심리학적 심에 가려진 초월적 심

을 망각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양자는 인간의 심을 이중성으로 규정한

다는 측면에서 형식의 유사성을 보이고 인간성의 위기를 주자의 도심

과 후설의 초월적 심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는 것에서 내용적인 유사성

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권영화는 또 인간의 심은 주자에서 인심과 

도심으로, 후설에서는 심리학적 의식과 초월적 의식의 이중적인 것으

로 보고 주자는 도심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격물치지를, 후설은 현상학

적 판단중지를 통한 환원을 주장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성의 

위기가 도심의 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도심을 찾아서 내면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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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 것은 비인간화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인간성 위기의 극복은 현실의 인심에서 내재된 도심으로의 환원에 기

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논문의 대략적 내용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논자는 주

자의 인심과 도심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 의심이 되는 내용을 하나씩 들어 분석하겠다. 먼저 Ⅰ 들

어가면서, 1 심의 이중성 부분에서 권영화는 “주자의 심은 초월적인 도

덕본심이 아닌 기심(氣心)으로서, 심은 지각능력 및 인식작용과 의지 작

용을 말하고 인간의 감관을 비롯한 일신을 주재한다.”라고 말하고 있

다. 여기에서 “주자의 심은 ……기심(氣心)으로서”는 주자의 심에 관한 

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주자는 심을 “이기지합(理氣之合)”으로 보고 

있지 기(氣)로만 보지 않았다. Ⅰ 들어가면서, 2 인심과 도심 부분에서 

권영화는 인심과 도심을 이야기하면서 주자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에 관한 중요한 인용문인 「중용장구서」의 “심(心)의 허령지각(虛靈知覺)

은 하나일 뿐인데,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혹은 형기(形

氣)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혹은 성명(性命)의 올바름에서 근원하여, 

지각되는 까닭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영화는 주자가 인심을 “인심이란 감각지각을 가리킨다”고 보

았으며 “이른바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리(理)로써 정(情)

을 부린다는 의미이다”라고 보았다. 주자가 인심도심에서 말하는 인심

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기는 것으로 감각지각만을 말하고 있는 것

이 아니며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 것은 리로써 정을 부린다는 의미

가 아니라 마음이 이발 상태에서 중절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인심

이 정이라면 도심은 성이 되는 것인가? 주자의 인심도심설에서 인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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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은 대등적인 병렬관계이지만 성과 정은 대등적인 병렬관계가 아

니다. 그리고 “인간은 도심을 잃어버리고 인심을 근거로 세계를 인식

할 경우 인간성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내용에서 도심을 잃어버리는 것

이 아니라 사사로운 인욕에 가려진 것이다. Ⅲ 마치면서 부분에서 “연

구자는 인간성의 위기가 잃어버린 도심을 망각한데에서 기인한 것이

라면 도심을 찾아서 내면으로 회복하는 것은 비인간화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자는 격

물치지(格物致知)라고 주장한다. 주자에 따르면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

여 깨달음을 지극히 하면 우리는 내재된 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있

는데, 주자에 있어서 도심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심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주자는 격물치지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존하

고 지키기 위한 존심(存心)으로서 경(敬)공부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 논문이 주자의 인심도

심과 훗설의 심의 이중성의 문제를 통해 비인간화를 막는 방안을 제시

했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자의 인심도심설을 왜곡

하는 것은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주자의 인심도심설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자가 말한 인심과 도심

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6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논문을 인

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주요 논문을 정리하고 비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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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와 같이 2016년도에도 박사논문과 일반 학회지(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논문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인물별로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정호, 정이, 그리고 정이의 제

자 곽충효와 남송의 주희, 육구연, 채원정 등 6명의 유학자들과 절강학

파의 사상을 소개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인물별 논문은 일반

논문 35편, 박사학위논문 4편으로 총39편이다. 정호에 관한 논문은 1

편, 정이에 관한 논문은 2편, 곽충효에 관한 논문은 1편이 있다. 그리고 

주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이 28편, 박사학위논문 4편으

로 총32편이 있으며 그 밖에 육구연에 관한 논문이 2편, 채원정에 관한 

논문은 1편, 그리고 송대 절강학파에 관한 논문이 1편 있다. 여기에서 

주희의 논문은 32편으로 다른 인물들의 논문을 합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하여 보면 2015년에 보이지 않던 정이의 제자 곽충

효와 남송성리학자 육구연과 채원정, 그리고 절강학파에 관한 논문이 

2016년도에 새롭게 나타났지만 2015년에 있었던 소옹과 이동에 관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2015년도에는 일반논문 38편, 박사학위논문 2

편(주희 1편, 정이 1편)으로 총 40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인물별로 분류

하면 송옹, 정호에 관한 일반논문 각각 2편, 정이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1편과 일반논문1편 등 총 2편, 이동에 관한  일반논문 1편, 주희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1편 일반논문 32편 등 총33편이 있었다.

2016년도 2015년도와 같이 주희에 관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희의 철학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

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당연하다

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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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이기론, 3) 윤리·수양론, 4)인식론, 

5)비교, 6)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1년 동안 중국 송대 유학관

련 논문은 39편이 발표 되었는데 각 주제별 분류 논문의 편수는 경학 6

편, 이기론 3편, 윤리·수양론 17편, 인식론 3편, 비교 5편, 기타 5편이다. 

2015년도에는 경학 5편, 이기론 4편, 윤리·수양론 13편, 인식론 7편, 

비교 6편, 기타 5편이었다. 주제별 분류로 보자면 2016년도도 2015년

도와 같이 윤리·수양론 부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것을 알 수 있

다.

셋째, 2편의 주요 논문을 소개하고 2편의 논문을 분석 비평하였다. 

여기에서 소개한 주요논문은 이동욱의 「주희(朱熹) 효(孝) 개념의 특징

에 대한 연구Ⅱ–효(孝)와 인(仁) 관계에 관하여」와 홍성민의 「朱子 哲學

에서 감정의 적절성과 도덕성」이며 분석 비평한 논문은 곽효동의 「程門

‘中庸學’의 別傳–朱子와 비교하여 본 郭忠孝의 『中庸』 해석」과 권영화의 

「주자의 심론으로 바라본 인간성 위기의 관한 고찰」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물별 분류에서는 주희에 대

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윤리·수양론 부

분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학계의 독특한 현상이다. 앞으로

도 계속 더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송대 

유학에 관한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 되지 않

았던 송대유학자들을 발굴하고 또한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접목된 

송대유학의 다양한 주제들로 보다 깊이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기대한

다. 송대유학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목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