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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6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과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16년도 한 해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 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하여 ‘한국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목록

을 수집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한 논문 몇 편에 대

한 설명과 비평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논

문 색인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하였

으며,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 데이터베이스(DB)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

2016년도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은 약 49

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10편으로 전체 약 59편이 검색되었다. 전체 논

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

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

서는 성호학파, 북학파, 실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정약용·최한기, 기

타 순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한국실학 관련 논문들을 학파별로 분류하면, 성호학파 7편, 북학파 6

편, 다산 관련 29편, 혜강 관련 1편, 유희를 비롯한 기타 인물과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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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 16편이다. 

다산 관련 논문이 가장 많고, 북학파와 성호학파에 대한 연구도 약

간 늘었고, 유희의 학문세계와 실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집중적인 조

명이 주목된다.

1) 성호학파(星湖學派)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성애
대학의 학이지지(學而知之)–『맹자질서
(孟子疾書)』의 진심(盡心)과 지성(知性)
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2 정도원 
성호좌파의 "자득(自得)"과 도학적 사고
로부터의 이탈–다산 정약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6 동양철학연구회 

3 최정연 
성호 이익의 심설(心說)의 형성에 관한 
논의–순자설과 삼혼설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4 한국사상사학회

4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易學)의 
성립과정(2)–하빈 신후담의 『주역상사
신편』에 나타난 『주역』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회

5 채미하
안정복의 신라 국가제사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6 김대중 성호(星湖)와 다산(茶山)의 육체 경제학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7 최정연
성호 이익의 성리학: 퇴계 이학(理學)의 
비판적 계승과 서학의 수용

박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성호나 성호학파만을 다룬 논문은 4편이며, 다산과의 관련성을 다

룬 논문이 3편이다. 성호의 성리학을 퇴계 성리학의 비판적 계승이라는 

측면과 서학의 수용이라는 양측면을 통하여 연구한 박사논문이 제출되

었다. 그리고 이익의 심설을 순자와 서학의 삼혼설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도 앞의 연구 경향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성호학파와 다산의 

계승적 측면을 다룬 논문이 3편인데, 실학의 학파 계승적인 측면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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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학에 대해 꾸준히 연구되어 이 분야의 학술적인 업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북학파(北學派)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윤조
리서구(李書九)『망촉련집(望蜀聯集)』 편찬
과 그 의미–『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이
후 시도된 또 하나의『사가시집(四家詩集)』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2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3 조성산 연암그룹의 夷狄 논의와 『春秋』 『한국사연구』 172 한국사연구회

4 한상일 북학파의 실심적 예술사상 연구 박사논문 성균관대

5 정성훈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연구: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박사논문 조선대

6 신정민 연암 박지원의 삶과 사상의 교육적 함의 박사논문 이화여대

북학파를 다룬 논문이 6편인데, 이 중에서 박지원과 이서구, 정조를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이며, 홍대용과 박지원을 다룬 논문 1편, 연암그

룹 1편, 북학파를 다룬 논문이 1편이다. 사상 측면을 다룬 1편을 제외하

면 교육과 예술, 문집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3) 정약용(丁若鏞)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영호
조선 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실학
파 경학1)–정약용의 경학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2 김호 
새로운 중세인가 혹은 포스트모던인가 

–20세기 초 주자학자 조긍섭의 정약용 
비판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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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방호범
고명문

茶山對孔子天命思想的理解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4 김문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향례(鄕
禮) 이해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5 이영호  다산 『대학』 해석의 경학사적 위상 『동양철학연구』 86 동양철학연구회

6 정지욱
다산 정약용과 일본 고학파(古學派) 비
교 연구–다산과 이토 진사이의 성론
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8

권
동양철학연구회

7 함규진
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
성 : 정약용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

구』 63
한국유교학회

8 이숙희
정약용의 인성론에서 본 ‘天人相關’ 연
구 : 靈明’과 ‘靈知’의 개념을 통해서

『유교사상문화연

구』 64
한국유교학회

9

박재갑
전철

고재석
다산 정약용의 철학적 인간론 연구 『東洋哲學』 46 한국동양철학회

10 장승구 다산 정약용의 자기치유와 행복관 『哲學硏究』 139 대한철학회

11 김부찬
다산 정약용의 신체관과 수양론–「심
경밀험(心經密驗)」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12 조성을
해배 이후(1818–1836)의 다산–활동
과 저작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13 방인
「당서괘기론」을 통해서 본 해배기의 다
산역학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14 백민정

『주례周禮』 ‘육향제六鄕制’ 해석을 통
해 본 다산의 경세 구상–‘향삼물鄕三
物’과 ‘향팔형鄕八刑’ 논의를 중심으
로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15 심경호 정약용의 해배 이후 학문과 춘천 여행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16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권형론權衡論 재해석–
선진 문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17 김태영 목민심서의 역사적, 현실적 소임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18 정호훈
18세기 목민서牧民書의 발달 양상과 
『목민심서牧民心書』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19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
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20 차이전펑
정다산의 정치사회론: 황종희黃宗羲 
및 관잠서官箴書와의 관점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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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21
오가와 

카즈나리
일본의 목민서 수용: 『목민충고牧民忠
告』 『목민심감牧民心鑑』을 중심으로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22 방인
춘추시대 관점官占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23 엄기석
丁若鏞의 井田制論과 兵農一致的 軍
制改革案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4 백민정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지방운영의 정치적 논리와 특
징

『동방학지』 176권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25 백민정
『흠흠신서(欽欽新書)』의 여성 관련 범죄 
분석을 통해 본 정약용의 여성 인식과 
시대적 의미

『동방학지』 173권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26 김경희
『맹자』에 관한 朱熹·이토 진사이·丁
若鏞의 해석의 비교 연구: 性·心·政
을 중심으로

박사논문 성균관대

27 손상욱 정약용과 기독교의 관계 연구 박사논문 호서대

28 김혜련
다산 정약용의 종교적 소통에 나타난 
실심윤리

박사논문 충북대

29 김보름
정약용(丁若鏞) 저작집(著作集)의 형성
(形成)과 전승(傳承)

박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약용을 다룬 연구가 29편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 철학 분야 

11편, 경학 5편, 경세 10편, 해배 이후를 다룬 논문이 2편이며, 문집을 다

룬 논문이 1편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여전히 철학과 경학, 경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목

민심서』를 집중하여 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4) 최한기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구자익
혜강 최한기의 기학(氣學)에 나타난 통공
역사론(通功易事論) 연구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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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기를 연구한 논문은 1편으로 기학(氣學)을 경세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5)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동민
서피(西陂) 유희(柳僖) 춘추학(春秋學)의 
독자성과 체계성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2 장유승
『방편자문록(方便子文錄)』 이본(異本) 연
구(硏究)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3 황문환

류희(柳僖)의 『재물보(才物譜)』 비판
을 통해 본 『물명고(物名考)』의 차별성 

–1807년 류희(柳僖)가 리만영(李晩永)에
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4 구만옥
유희(柳僖)의 도수지학(度數之學)에 대
한 인식과 『고공기도보주보설(考工記圖
補註補說)』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5 김덕수
서피(西陂) 유희(柳僖)의 강서시(江西詩) 
학습과 한시 작법의 특징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6 이헌창
실학(實學) 개념들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시론(試論)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7 강명관 경화세족(京華世族)과 실학(實學)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8 김상준
실학(實學)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아니면 
애초에 없었던 것인가 -`미래 실학`을 위
한 방향 모색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9 임형택 비판담론으로서의 실학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10
오가와

하루히사
實心實學槪念の歷史性と普遍性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11 김종수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형벌고증
(刑罰考證) 입론(立論)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12 단순 論儒家的“實心實政”思想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13
스즈키
노리오

實心實學槪念とイスラ一ム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14 문광균 반계 유형원의 조운제도 개혁론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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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5 유기상
조선후기 호남파 실학자의 풍수인식과 
풍수생활: 황윤석, 위백규, 신경준을 중
심으로

박사논문 전북대

16 박상영 조선후기 실학자의 의학문헌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

기타로 분류한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논문이 16편으로 전년에 비하

여 증가한 편이다. 이 중에서 유희의 학문과 실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집중적인 조명이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실학자의 의학문헌을 탐

구한 보기 드문 연구가 주목된다.

2. 주제별 분류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학 관련 논문이 9편, 철학 분야가 19편, 정치와 

경제 분야가 15편, 기타 분야가 6편 등이다. 실학의 철학과 사상, 그리

고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학 관련 연구도 예년과 비슷하게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다.

1) 경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동민
서피(西陂) 류희(柳僖) 춘추학(春秋學)의 
독자성과 체계성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2 조성애
대학의 학이지지(學而知之)–『맹자질서
(孟子疾書)』의 진심(盡心)과 지성(知性)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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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易學)의 
성립과정(2)–하빈 신후담의 『주역상사신
편』에 나타난 『주역』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회

4 방인 
「당서괘기론」을 통해서 본 해배기의 다산
역학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5 방인 춘추시대 관점官占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6 이영호
조선 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실학파 
경학1)–정약용의 경학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7 이영호 다산 『대학』 해석의 경학사적 위상
『동양철학연구』 

86
동양철학연구회

8 김문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향례(鄕禮) 
이해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경학을 다룬 논문은 8편인데, 그 중에서 『주역』을 다룬 논문이 3편, 

『춘추』 1편, 『대학』 2편, 예학 관련 1편, 다산의 경학 1편이다. 『주역』과 

『대학』에 관한 논문이 전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편이며, 유희의 

춘추학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정약용의 경학에 대한 

논문이 6편인 점이 두드러진다.

2) 철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구만옥
유희(柳僖)의 도수지학(度數之學)에 대한 
인식과 『고공기도보주보설(考工記圖補註
補說)』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2 이헌창
실학(實學) 개념들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시론(試論)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3 강명관 경화세족(京華世族)과 실학(實學)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4 김상준
실학(實學)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아니면 애
초에 없었던 것인가–‘미래 실학’을 위한 
방향 모색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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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5 김호 
새로운 중세인가 혹은 포스트모던인
가–20세기 초 주자학자 조긍섭의 정약용 
비판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6 임형택 비판담론으로서의 실학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7
오가와하
루히사 

實心實學槪念の歷史性と普遍性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8 단순 論儒家的“實心實政”思想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9
스즈키
노리오

實心實學槪念とイスラ一ム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10 정도원 
성호좌파의 “자득(自得)”과 도학적 사고로
부터의 이탈–다산 정약용의 경우를 중심
으로–

『동양철학연구』 

86
동양철학연구회

11 최정연
성호 이익의 심설(心說)의 형성에 관한 논
의–순자설과 삼혼설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4
한국사상사학회

12 조성산 연암그룹의 夷狄 논의와 『春秋』
『한국사연구』 

172
한국사연구회

13
방호범 
고명문

茶山對孔子天命思想的理解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14 정지욱
다산 정약용과 일본 고학파(古學派) 비교 
연구–다산과 이토 진사이의 성론을 중심
으로–

『동양철학연구』 

88
동양철학연구회

15 이숙희
정약용의 인성론에서 본 ‘天人相關’ 연구 : 
靈明’과 ‘靈知’의 개념을 통해서

『유교사상문화

연구』 64
한국유교학회

16

박재갑 
전철

고재석
다산 정약용의 철학적 인간론 연구 『동양철학』 46 한국동양철학회

17 장승구 다산 정약용의 자기치유와 행복관
『 철 학 연 구 』 

139
대한철학회

18 김부찬
다산 정약용의 신체관과 수양론–「심경밀
험(心經密驗)」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19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권형론權衡論 재해석–선
진 문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

단

20 최정연
성호 이익의 성리학: 퇴계 이학(理學)의 비
판적 계승과 서학의 수용

박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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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21 김경희
『맹자』에 관한 朱熹·이토 진사이·丁若鏞
의 해석의 비교 연구: 性·心·政을 중심
으로

박사논문 성균관대

22 손상욱 정약용과 기독교의 관계 연구 박사논문 호서대

23 김혜련
다산 정약용의 종교적 소통에 나타난 실심
윤리

박사논문 충북대

철학을 다룬 논문은 총 23편이다. 이 중에서 두드런 특징은 8편의 논

문을 통하여 실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하였다는 점

인데, 그 중에 중국학자 1편, 일본학자 2편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나

머지 논문에서는 정약용과 이토 진사이의 철학을 비교한 연구 2편, 정

약용 학문의 종교적 측면을 다룬 2편의 논문이 눈에 띈다.

3) 정치·경제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종수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형벌고증
(刑罰考證) 입론(立論)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2 문광균 반계 유형원의 조운제도 개혁론
『조선시대사학

보』 79
조선시대사학회

3 채미하
안정복의 신라 국가제사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4 김대중 성호(星湖)와 다산(茶山)의 육체 경제학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5 함규진
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

성 : 정약용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

구』 63
한국유교학회

6 백민정
『주례周禮』 ‘육향제六鄕制’ 해석을 통해 
본 다산의 경세 구상–‘향삼물鄕三物’과 
‘향팔형鄕八刑’ 논의를 중심으로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7 김태영 『목민심서』의 역사적 현실적 소임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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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8 정호훈
18세기 목민서牧民書의 발달 양상과 『목
민심서牧民心書』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9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10 차이전펑
정다산의 정치사회론: 황종희黃宗羲 및 
관잠서官箴書와의 관점 비교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11
오가와 

카즈나리
일본의 목민서 수용: 『목민충고牧民忠
告』 『목민심감牧民心鑑』을 중심으로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12 엄기석
丁若鏞의 井田制論과 兵農一致的 軍制
改革案

『조선시대사학

보』 79
조선시대사학회

13 백민정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본 다산 정
약용의 지방운영의 정치적 논리와 특징

『동방학지』 176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14 백민정 
『흠흠신서(欽欽新書)』의 여성 관련 범죄 
분석을 통해 본 정약용의 여성 인식과 시
대적 의미

『동방학지』 173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15 구자익 
혜강 최한기의 기학(氣學)에 나타난 통공
역사론(通功易事論) 연구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회

경세론에 해당하는 정치와 경제 등을 다룬 논문은 15편이다. 이 중

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관하여 6편의 논문이 제

출되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된 점이다. 그리고 정약용의 정

치사상을 황종희의 사상과 비교한 2편의 논문이 눈에 띈다.

4)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황문환

류희(柳僖)의 『재물보(才物譜)』 비판을 통해 
본 『물명고(物名考)』의 차별성–1807년 류
희(柳僖)가 리만영(李晩永)에게 보낸 편지
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2 김덕수
서피(西陂) 유희(柳僖)의 강서시(江西詩) 학
습과 한시 작법의 특징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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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장유승
『방편자문록(方便子文錄)』 이본(異本) 연구
(硏究)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4 김윤조
리서구(李書九)『망촉련집(望蜀聯集)』 편찬
과 그 의미–『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 이
후 시도된 또 하나의 『사가시집(四家詩集)』

『한국실학연구』 

31
한국실학학회

5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6 조성을
해배 이후(1818~1836)의 다산–활동과 
저작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7 심경호 정약용의 해배 이후 학문과 춘천 여행 『다산학』 29 다산학술문화재단

8 한상일 북학파의 실심적 예술사상 연구 박사논문 성균관대

9 정성훈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연구: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박사논문 조선대

10 신정민 연암 박지원의 삶과 사상의 교육적 함의 박사논문 이화여대

11 김보름 丁若鏞 著作集의 形成과 傳承 박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12 유기상
조선후기 호남파 실학자의 풍수인식과 풍
수생활: 황윤석, 위백규, 신경준을 중심으로

박사논문 전북대

13 박상영 조선후기 실학자의 의학문헌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

기타로 분류한 13편은 저술에 나타난 특징이나 비교, 그리고 문학, 

예술, 교육 분야를 연구한 논문들이다. 해배 이후 정약용의 학문과 활동

에 대한 2편의 논문이 있으며, 의학과 풍수에 대한 연구도 분야를 확장

하는 의미에서 뜻깊은 연구이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16년 학술지에서 실학에 관한 특집이 세 주제로 기획되었다. 그 중

에서 『한국실학연구』 32권에서 ‘서파 유희와 사주당 이씨의 학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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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그리고 ‘실학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다. 그

리고 『다산학』에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대한 집중 조명과 목민

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는 특집을 실었다. 이 중에서 ‘실학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는 실학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어서 자

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이헌창은 「실학 개념들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시론(試論)」에서 

동아시아의 학문과 근세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는 역사

학자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중·일 3국에서 대부분의 유학파

들이 실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 중에서 필자

는 근대지향적 유학을 근세 실학이라고 지칭하고자 하였다. 그는 명말 

이후 중국, 조선왕조, 그리고 도쿠가와 일본에서의 경세치용학(經世致用

學), 고증학(考證學) 등은 국가제도, 경제, 과학기술 등의 유용한 지식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전시켜, 유럽 근대화에 이바지한 계몽주의에 

통한다는 측면에서 근세 유학, 즉 근세 실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는 당시의 근세 실학의 성취를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그

는 “문호개방 이전 동아시아는 유럽 과학의 도입에 부분적인 성과를 거

두는 데에 그쳤고, 근세 실학의 유용한 지식은 유럽 계몽주의에 비해 낮

았고, 선진적 경제사상도 중상주의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명말청초와 

조선의 경세치용학이 공리와 물리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나, 도덕 

원리를 탈피한 것은 아니었고 과학도 초보적이었다. 18세기 유럽에서

도 계몽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였지만, 동아시아에서 근세 실학

의사회적 확산폭은 한층 좁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근세 

실학은 국가제도, 경제 및 과학 기술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킨 점에서 계

몽주의의 유용한 지식에 접근하였다. 근세 실학은 근대 학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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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명백하나, 근대 학문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점에서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는 근세 실학을 근대시기와 관련하여 판

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계사적 근대까지 걸치는 시기의 학문 발달

을 평가하려면, 근대세계를 상상할 수 없던 동아시아의 학자에게 억울

할 수는 있겠으나, 근대적 학문과 정신으로 진화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

이 되지 않을수 없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김호는 「새로운 중세인가 혹은 포스트모던인가-20세기 초 

주자학자 조긍섭의 정약용 비판」을 통하여 실학의 근대성 문제를 다시

금 성찰하고자 하였다. 그는 20세기 초반 영남의 주자학자 조긍섭이 정

약용을 비롯한 이른바 실학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한 시각을 통하여 실

학의 근대성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는 “20세기 초반 영남

의 한 주자학자 조긍섭은 다산 정약용의 글이 혹리(酷吏)의 논의라고 비

판했고, 연암 박지원의 글은 장차 한 사람의 아낙네도 교화시키지 못할 

바라고 혹평하며 『연암집』의 간행을 준비했던 창강 김택영과 논란했다. 

한의학계에서 실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석곡(石谷) 이규준은 편견(偏見)

과 자대(自大)가 극심한 자로 비난하는가 하면, 변영만에게는 묵자(墨子)

와 같은 사해평등주의를 지녔다는 딱지를 붙였다. 심지어 양계초의 『음

빙실문집』을 읽고 유취(乳臭)로 일축했고 당시 불어 닥친 공화주의(共和

主義)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의 해악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조긍섭의 당

시 사상계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였다. 그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상가를 

통해 실학의 미래를 논의한다을 비판한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오늘날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근대를 넘어 포스트모던의 

문턱에 들어선 듯 보이며, 다른 어떤 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복

판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새로운 실학 담론은 오늘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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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처한 시대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조긍섭이 다산의 학문이 대단한 저술임을 인정했으며, 

공화주의를 시대의 필연으로 받아들였을 만큼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이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창강 김택

영은 연암집의 편차(編次)를 조긍섭과 의논했고, 석곡 이규준은 경성일

보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글을 썼

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를 비판하면서 조긍섭의 비평을 구했던 것

이라고 하였다. 그는 조긍섭이 분명히 당대의 주자학자였으나 스스로 

자신의 학문을 일컬어 ‘실학(實學)’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긍섭의 실학을 

이른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나

아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실학의 논의를 불러 일으킬만한 실

마리를 찾을 수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근대를 이기적인 인

간들의 투쟁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루소와 홉스로 대변되는 사

회계약설이라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는 근대국가

의 폭력 독점을 문명화의 증거로 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은 자신의 자연권(자유)을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 사회계약을 했는데, 사

회를 보호할 법(형벌)이 ‘폭력’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법[형벌]은 사회를 보호할만한 제대로 된 수단인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대를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실학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주

자학과 그리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조긍섭의 주장이 새삼 새롭게 읽혀지

는 이유는 법의 한계와 더불어 인간의 선의(善意)에 대한 그의 믿음이 소

중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실학에서 진정한 유학의 본질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를 삼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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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김상준은 「실학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아니면 애초에 없

었던 것인가-‘미래 실학’을 위한 방향 모색」에서 근대 세계사를 새롭

게 해석하는 ‘중층근대론’의 시각에서, 실학 논의의 유의미성과 유효성

을 새롭게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동아시아 유교사 전반

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그동안 자명하게 전제되던 서구주도 근

대관이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근대에 

관한 기왕의 인식, 개념, 이해가 크게 흔들리고 의문에 부쳐지고 있다면, 

실학 개념 역시 같은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근대성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근대성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아니면 없는가’라

는 의문이 실학 논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실

학이란 결코 한 시대나 한 학파, 또는 어느 한 나라의 독점물일 수가 없

다. 어느 특정 집단, 특히 학자나 사대부 집단에 국한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각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구체적인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

끌어가는 체계와 계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역동적 자기변환과정를 실학이라

고 하였듯이 미래 역사에서 유학의 역동적 자기전개과정을 통하여 미

래 실학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다음으로 강명관은 「경화세족(京華世族)과 실학(實學)」에서 조선후

기에 사족체제의 자기 조정 프로그램으로서의 제도적 개혁론이 존재했

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굳이 근대와 관련지울 수 있는 실학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도적 개혁론만을 지적해

서 말한다면, ‘유교적 경세학’ 정도로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진과 

병자호란 이후 사족체제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붕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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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양란 이후 제기되었던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족체제를 더

욱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제도개혁론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17세기 중반 이후 성립한 경화세족(京華

世族)이 가장 치밀하고 구체적인 제도개혁론을 제출하였는데, 이들이 

곧 유형원 이익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서유구 등의 이른바 실학자들이

라는 것이다. 그는 “사족체제의 자기 조정 프로그램으로서의 제도개혁

론은 17세기 중반의 유형원에서 19세기 중반의 최성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출되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었다. 이 제도개혁론 위에 

1930년대 이후 한국 학계는 자연학, 기술학, 문학, 예술, 경학 등을 얹어 

장대한 건축물이 축조하고 그것을 ‘실학’이라 불렀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우선 실학을 사족체제의 자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측면

에서 먼저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김대중은 「성호(星湖)와 다산(茶山)의 육체 경제학」에서 육

체를 배고픔으로 해석하여 사회적인 빈곤 문제와 연관시켜 인간의 육

체적 연약함에 대한 성호와 다산의 태도를 통하여 실학사상에 접근하

려는 특이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는 “첫

째, 전통적으로 ‘경세치용학파’라는 동질적 범주 속에 묶여 온 성호와 

다산의 차이점에 주목함으로써 실학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다. 둘

째, ‘육체성’에 입각한 유물론적 윤리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럼으로

써 실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고 그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는 성호에 대하여 “성호는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을 솔직하게 토로하

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런 결핍에 대한 감수성을 토대로 

타자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갔다. 따라서 육체적 연약함은 단순히 탈

피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 유대의 끈이 된다.”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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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다산에 대해서 “다산 실학은 공적 윤리의 정립을 지향한

다. 그런데 그 윤리성은 결국 육체적 연약함을 정신적으로 초극함으로

써 도달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성호는 자신을 서민적으로 

수렴해간 반면 다산은 민을 통치 대상으로 타자화한 면이 강하다. 이런 

차이도 다산 실학의 국가주의적 면모와 연관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

다. 그는 다산의 실학은 정신성을 더 강조하여 관료와 국가를 지향하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우월의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달리 성호의 실

학은 인간의 육체적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여 자신을 좀벌레에 비유

하듯이 자신과 백성의 현실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육체성 내지 물질성

에 토대를 둔 윤리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이영호는 「조선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실학파 경학-정

약용의 경학을 중심으로」에서 다산학은 주자학과는 연속성의 관점에

서 파악해야 하며, 조선주자학파와는 단절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이나 조선실학의 경학은 조선주

자학파의 경학과의 대비적 고찰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임형택은 「비판담론으로서의 실학」에서 기본 방향을 

17–19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성립한 실학을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그리고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고찰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학은 

변혁사상으로서의 방법론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수고보수의 아성을 돌파할 정치·사회적 동력이 밑받

침되지 못했던 데 결정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실학운동에 동조하는 사

회세력의 호응이 전혀 없지 않았다고 해도 크게 일어나지는 못했다. 실

학은 계몽사상으로서의 자기 한계선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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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실학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그런 시각에서 중국 지식인들은 

중화주의를 넘어서지 못했고, 일본 지식인들은 현재적 중국과 우호의 

방향을 사고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경우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한 지식인 소수이었으며, 그나마도 전반적으로 화이론적 관념의 굴레

를 탈피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21세기 오늘날에 실학이 부

활하려면 원래의 실학이 비판담론을 활발히 일으켜서 그 학문적 수준

을 풍부하게 하고 역사적 의미도 획득하려던 점을 상기하면서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평가와 전망

2016년도에도 실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특히 실학의 성격과 미래적 전망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

각이 제기되고, 토론된 중요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실학

의 성격과 그 본질에 대한 접근도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검

토되고 있다. 그리고 근대성으로서의 실학적인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

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미래 실

학 내지 21세기의 실학의 방향과 의미에 관한 중요한 지적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실학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통하여 그 

학문적 특징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도 경학과 철학, 

그리고 경세론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예술과 같은 분야에 대

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서 실학의 학문적인 성과가 더욱 풍부하게 계

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