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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6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선정 작업은 한국연구재

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2016년 1월부

터 12월까지 출간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논문은 총 36편이 있었다. 경학에 관한 논문

으로 선택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十三經에 대한 한국과 중국 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36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박세채 『春秋補編』의 성리학적 『춘추』 이
해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민 
조선조 『춘추』 공부의 표준 강령(1)(–박세
채의 『春秋補編』「綱領」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0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동민 
조선조 『춘추』 공부의 표준 강령(2)(–박세
채의 『春秋補編』「綱領」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

연구 65
한국유교학회 

4 김동민 
조선조 간행본 『춘추』 주해서의 특징(–규
장각 소장 『춘추』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5 김수경 
正祖朝 왕실도서관 『시경』 문헌 목록 및 
텍스트 편집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6 김수현 
『논어』의 樂 관련 개념 재해석(–진양의 
『樂書·論語訓義』를 중심으로–)

동방학 35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7 김승룡 
경학 연구와 古典集釋學의 가능성(–『예
기·樂記』를 예로 하여–)

한국한문학연

구 62
한국한문학회

8 김영우 
규장각 소장 易學 관련 도서의 현황과 의
미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9 김용재 

韓國經學 연구에 있어서의 體人知
[Change](體: 정체성, 人: 관계성, 知: 창
조적 지식)(–‘있어왔던’ 경학 연구에서 ‘있
어야 할’ 경서 공부로–)

유학연구 34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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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김유곤 
이상 사회 구현을 위한 정조의 경전 해석
학

유교사상문화

연구 65
한국유교학회 

11 김윤경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석 경
향과 사상적 특징(Ⅱ)(–「大學記疑」, 「大學
管見」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2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國家禮(–다산 
정약용의 『주례』 이해와 국가례–)

퇴계학논총 27 퇴계학부산연구원

13 남윤덕 

碩齋 尹行恁의 義理 중심 易學觀과 四
書 활용 양상(–「經史講義–『易』[癸卯
(1783)]」, 「薪湖隨筆–『易』,「繫辭傳」」을 중
심으로–)

한국한문학연

구 61
한국한문학회 

14 당윤희 
규장각 소장 『논어』와 四書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15 박동인 鄭玄의 三禮注와 그 유가철학의 구조
대동문화연구 

94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16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易學의 성립과
정(Ⅱ)(–하빈 신후담의 『周易象辭新編』에 
나타난 『주역』 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회 

17 성해준 조선의 『맹자』 수용과 연구상황 퇴계학논총 27 퇴계학부산연구원

18 엄연석 
규장각 소장본을 통해 본 조선 중·후기 
『중용』 연구 경향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19 엄연석 
여말선초 학자들의 『주역』 경전에 대한 상
수역학 및 의리역학적 이해

태동고전연구 

36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20 엄연석 
김종직 경학사상의 성리학적 경향과 경세
론

태동고전연구 

37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21 이동욱 육구연 易學의 특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양명학 44 한국양명학회

22 이영호 다산 『대학』 해석의 경학사적 위상
동양철학연구 

86
동양철학연구회

23 이영호 
조선 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실학파 경
학(–정약용의 경학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24 이은호 
중국의 『상서』 僞篇 논쟁과 『尙書講義』의 
僞『書』 논의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25 임헌규 
『논어』의 詩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 다산의 
비평

한국철학논집 

49
한국철학사연구회

26 장백위 
조선시대 장서목록을 통해 본 규장각 소장 
經部 문헌의 가치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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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7 장병한 
심대윤의 『儀禮正論』 「喪服」편에 대한 연
구

양명학 45 한국양명학회

28 장병한 
심대윤의 『書集傳』 ‘湯ㆍ武 放伐’논에 대한 
辨正 의미(-심대윤의 『書經蔡傳辨正』의 
분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29 전성건 
조선예학의 흐름과 『예기』 연구(–규장각 
소장 『예기』 판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30 전재동 
『四書釋義』 成書 과정과 관련 자료의 書誌 
분석

퇴계학논집 18 영남퇴계학연구원

31 정종모 정명도의 『주역』해석과 그 경학사적 의의 양명학 45 한국양명학회

32 최석기 여헌 장현광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

구 63
한국한문학회

33 최석기 한강 정구의 경학관과 學庸 해석
퇴계학과 유교

문화 58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34
최정준 
오동하 

백운 심대윤의 讀易十法에 관한 연구(–爻
位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2
한국사상사학회

35 함영대 여말선초 『맹자』 이해의 주제와 관심사 대동한문학 48 대동한문학회

36 황태현 
『대학』 聽訟章의 이해(–이천과 주자를 중
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4

영산대학교 동양

문화연구원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36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두 명의 

학자를 비교한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

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7편에 대해 분

석을 하고, 2016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

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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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총 36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

상을 다룬 논문은 22편이다. 한 인물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6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

이 4편, 두 학자를 비교한 논문이 2편이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16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

은 朴世采(南溪, 1631–1695), 丁若鏞(茶山, 1762–1836) 沈大允(白雲, 

1806–1872)으로 각 3편씩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박세채 『春秋補編』의 성리학적 『춘추』 이
해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민
조선조 『춘추』 공부의 표준 강령(1)(–박
세채의 『春秋補編』「綱領」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0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동민
조선조 『춘추』 공부의 표준 강령(2)(–박
세채의 『春秋補編』「綱領」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

구 65
한국유교학회 

1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國家禮(–다
산 정약용의 『주례』 이해와 국가례–)

퇴계학논총 27 퇴계학부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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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영호 
조선 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실학파 
경학(–정약용의 경학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한국실학학회

1 장병한 
심대윤의 『儀禮正論』 「喪服」편에 대한 연
구

양명학 45 한국양명학회

2 장병한 
심대윤의 『書集傳』 ‘湯ㆍ武 放伐’논에 대
한 辨正 의미(–심대윤의 『書經蔡傳辨
正』의 분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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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최정준 
오동하 

백운 심대윤의 讀易十法에 관한 연구(–
爻位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2 한국사상사학회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7명으로 시대순으로 나열

해 보면 金宗直(佔畢齋, 1431–1492), 鄭逑(寒岡, 1543–1620), 張顯光(旅

軒, 1554–1637), 崔鳴吉(遲川, 1586–1647), 愼後聃(河濱, 1702–1761), 

正祖(弘齋, 1752–1800), 尹行恁(碩齋, 1762–1801)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엄연석 
김종직 경학사상의 성리학적 경향과 경
세론

태동고전연구 37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2 최석기 한강 정구의 경학관과 學庸 해석
퇴계학과 유교문

화 58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3 최석기 여헌 장현광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63
한국한문학회

4 김윤경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석 
경향과 사상적 특징(Ⅱ)(–「大學記疑」, 
「大學管見」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5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易學의 성립
과정(Ⅱ)(–하빈 신후담의 『周易象辭新
編』에 나타난 『주역』 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

회 

6 김유곤 
이상 사회 구현을 위한 정조의 경전 해석
학

유교사상문화연

구 65
한국유교학회 

7 남윤덕 

碩齋 尹行恁의 義理 중심 易學觀과 四
書 활용 양상(–「經史講義–『易』[癸卯
(1783)]」, 「薪湖隨筆–『易』,「繫辭傳」」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1
한국한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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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4편으로 鄭玄(127–200), 程顥

(明道, 1032–1085), 陳暘(?-?), 陸九淵(象山, 1139–1193)을 다룬 논문이 

각 1편씩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동인 鄭玄의 三禮注와 그 유가철학의 구조 대동문화연구 94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2 정종모 정명도의 『주역』해석과 그 경학사적 의의 양명학 45 한국양명학회

3 김수현 
『논어』의 樂 관련 개념 재해석(–진양의 
『樂書·論語訓義』를 중심으로–)

동방학 35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4 이동욱 육구연 易學의 특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양명학 44 한국양명학회

3) 두 학자 이상 비교

2명의 학자를 비교한 논문에는 2편이 있는데 程頤(伊川, 1033–1107)

와 朱熹(晦庵, 1130–1200)를 비교한 논문과 주희와 정약용을 비교한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태현 
『대학』 聽訟章의 이해(–이천과 주자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4
영산대학교 동양

문화연구원

2 임헌규 
『논어』의 詩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 다산
의 비평

한국철학논집 49
한국철학사연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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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분류

이 보고서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 등을 삼고 있다. 이 분과에서는 경

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고자 한다. 총 36편의 경학 논문 중 경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30편이 있는데,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역경』 관련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고, 『춘추』 4편, 『대학』 3편, 『논어』 2편, 『맹자』 

2편, 『중용』 2편, 『서경』 2편, 『예기』 2편, 『시경』 1편, 『의례』 1편,『주

례』 관련이 1편 있다. 또한 『대학』과 『중용』을 함께 다룬 논문이 1편 있

고, 四書를 함께 다룬 논문이 1편 있으며,『예기』· 『의례』· 『주례』를 함

께 다룬 논문도 1편이 있다.

1) 『역경』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엄연석 
여말선초 학자들의 『주역』 경전에 대한 
상수역학 및 의리역학적 이해

태동고전연구 36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2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易學의 성립
과정(Ⅱ)(–하빈 신후담의 『周易象辭新
編』에 나타난 『주역』 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

회 

3 남윤덕 

碩齋 尹行恁의 義理 중심 易學觀과 四
書 활용 양상(–「經史講義–『易』[癸卯
(1783)]」, 「薪湖隨筆–『易』,「繫辭傳」」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1
한국한문학회 

4
최정준 
오동하 

백운 심대윤의 讀易十法에 관한 연구(–
爻位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2 한국사상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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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김영우 
규장각 소장 易學 관련 도서의 현황과 의
미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종모 정명도의 『주역』해석과 그 경학사적 의의 양명학 45 한국양명학회

2 이동욱 육구연 易學의 특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양명학 44 한국양명학회

2) 『춘추』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박세채 『春秋補編』의 성리학적 『춘추』 이
해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민 
조선조 『춘추』 공부의 표준 강령(1)(–박
세채의 『春秋補編』「綱領」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0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동민
조선조 『춘추』 공부의 표준 강령(2)(–박
세채의 『春秋補編』「綱領」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

구 65
한국유교학회 

4 김동민
조선조 간행본 『춘추』 주해서의 특징(–
규장각 소장 『춘추』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3) 『대학』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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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석 
경향과 사상적 특징(Ⅱ)(–「大學記疑」, 
「大學管見」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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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

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태현 
『대학』 聽訟章의 이해(–이천과 주자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4
영산대학교 동양

문화연구원

4) 『논어』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현 
『논어』의 樂 관련 개념 재해석(–진양의 
『樂書·論語訓義』를 중심으로–)

동방학 35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두 학자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헌규 
『논어』의 詩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 다산
의 비평

한국철학논집 49 한국철학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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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맹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여말선초 『맹자』 이해의 주제와 관심사 대동한문학 48 대동한문학회

2 성해준 조선의 『맹자』 수용과 연구상황 퇴계학논총 27 퇴계학부산연구원

6) 『중용』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석기 여헌 장현광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63
한국한문학회

2 엄연석
규장각 소장본을 통해 본 조선 중·후기 
『중용』 연구 경향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7) 『서경』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병한
심대윤의 『書集傳』 ‘湯ㆍ武 放伐’논에 대
한 辨正 의미(–심대윤의 『書經蔡傳辨
正』의 분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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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은호 
중국의 『상서』 僞篇 논쟁과 『尙書講義』의 
僞『書』 논의

유학연구 3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8) 『예기』

『예기』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승룡 
경학 연구와 古典集釋學의 가능성(–『예
기·樂記』를 예로 하여–)

한국한문학연구 

62
한국한문학회

2 전성건 
조선예학의 흐름과 『예기』 연구(–규장각 
소장 『예기』 판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9) 『시경』

『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경 
正祖朝 왕실도서관 『시경』 문헌 목록 및 
텍스트 편집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10) 『의례』

『의례』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병한 심대윤의 『儀禮正論』 「喪服」편에 대한 연구 양명학 45 한국양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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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례』

『주례』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國家禮(–다
산 정약용의 『주례』 이해와 국가례–)

퇴계학논총 27
퇴계학부산연구

원

12) 기타

한국 경학과 관련하여 『대학』과 『중용』을 함께 다룬 논문과 四書를 함께 

다룬 논문이 1편씩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석기 한강 정구의 경학관과 學庸 해석
퇴계학과 유교문

화 58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2 당윤희 
규장각 소장 『논어』와 四書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중국 경학과 관련하여『예기』· 『의례』· 『주례』를 함께 다룬 논문이 1

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동인 鄭玄의 三禮注와 그 유가철학의 구조 대동문화연구 94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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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논문 내용 요약

1) 『역경』 관련

『역경』과 관련된 주요 논문에는 그 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인 

육구연의 역학을 다룬 「육구연 易學의 특징에 대한 시론적 고찰」(이동

욱)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육구연 역학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조

명함으로써 육구연 역학의 心學的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에 주목하였다. 첫째 육구연 역학

의 의리역학으로서의 특징, 둘째 육구연의 數와 理에 대한 강조와 그 역

학적 의미, 셋째『주역』 ‘艮背行庭’ 구절 해석의 심학적 함의, 넷째, 육구

연의 九卦 해석에 내재된 심학적 공부론이다.

저자는 4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육구연의 역학에는 理의 객

관성과 보편성에 대한 강조가 분명한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그의 

역학에 정주학적 객관주의와 심학적 주관주의적 측면이 모두 함축되었

음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론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

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학에는 ‘간배행정’과 구괘에 

대한 해석에서 보이듯 中의 논리와 주체의 도덕능력의 확립을 강조하는 

심학적 특징 및 정주학의 천리인욕설의 정태적 수양론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육구연에게 특징적인 역학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 상산학파

의 역학은 양간의 『양씨역전』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완성

을 이룬다고 파악하고, 육구연이 특징적으로 제시한 역학의 모습이 양

간에게서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완성되는지 비교·고찰하는 것을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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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2) 『춘추』 관련

『춘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박세채의 『춘추』 

이해를 분석한 「박세채 『春秋補編』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김동민)가 

있다. 저자는 먼저 『춘추보편』은 조선조 『춘추』 경학의 독창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유로 『춘추보편』은 기존의 대

표적인 『춘추』 주해서와는 달리,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춘

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성리학적 

『춘추』 이해를 위한 일종의 표준 교본이라고 평가한다. 당시의 『춘추』

해석은 주로 『춘추』 삼전과 호안국의 책에 의지했지만, 각각의 이론이 

서로 달라서 학자들의 혼란만을 초래했는데, “『춘추』는 천리의 표준이

자 왕도의 잣대이며, 성인이 마음을 전한 대법”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으로 삼을 만한 해석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박세

채의 문제의식이었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박세채가 정자와 주자의 이

론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그것을 상호 유기적으로 인용하

여 배치함으로써 성리학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춘추』를 이

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박세채가 정자와 주자

의 많은 이론 중에서 자기 나름의 기준과 시각으로 선별했다는 점은 매

우 주목할 점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유로 주요한 쟁점이 무엇이고, 또 

그 쟁점에 대한 정자와 주자의 핵심 이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

지 못했다면, 그들의 말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인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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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자는 박세채의 『춘추보편』에 대해 『춘추』 해석의 새

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조 춘추학 분야의 큰 성과일 뿐

만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즉 사상사적인 측면

에서 성리학적 방법론이라는 『춘추』 해석의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는 점

에서 매우 가치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3) 『대학』 관련

『대학』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최명길의 『대학』 

이해를 다룬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석 경향과 사상적 특

징(Ⅱ)(–「大學記疑」, 「大學管見」을 중심으로–)」(김윤경)가 있다. 저자

는 최명길이 『고본대학』을 저본으로 삼아 기존 개정본의 편차 체제와 

格物致知傳, 本末傳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고, 『고본대학』의 본 체제와 

내용을 知行竝進 공부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최

명길은 二程과 주희가 격물치지전에 유의한 것에 공감하면서도 주희가 

‘格物補亡章’을 새로 제시한 것은 경전의 본 의미를 왜곡한 것으로 비판

하였다고 파악한다. 또한 이언적이 『대학』 경문 일부를 뽑아 새롭게 격

물치지전에 배속시킨 것과 왕수인이 格을 正으로 해석하고 팔조목을 

하나의 공부로 이해한 것도 비판했다고 파악한다. 즉 최명길은 형이상

학적 이치의 궁구를 탈각시키고 도덕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격물

론을 제시했지만, 실천 조리가 마음에서 창출된다는 왕수인의 견해에

는 동의하지는 않았고 평가한다. 또한 주희 격물론의 사변성을 비판하

면서도 외적인 실천윤리의 습득을 격물 공부에 포함시킨 점을 최명길

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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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자는 최명길은 주자학이나 양명학 어느 쪽에도 경도

되지 않고, 『대학』을 재해석하여 도덕 주체의 능동성과 실천의 객관성

을 담보하는 주체적인 공부론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4)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않은 진양의 『樂書·論語訓

義』를 다룬 「『논어』의 樂 관련 개념 재해석(–진양의 『樂書·論語訓義』

를 중심으로–)」(김수현)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논어』에서 음악

과 관련된 용어가 포함된 문장을 모아서 해석한 진양의『악서』 중 『논

어훈의』를 분석하여 어떤 특색 있는 해석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저

자는 『악서』는 북송 말 진양이 1103년에 휘종에게 헌정한 200권의 음

악이론서로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서의 訓義이

고 다른 하나는 樂圖論이고, 이 중 『논어훈의』는 『악서』의 권85에서 권

90에 해당되며, 이는 전부 『논어』에서 음악과 관련된 문장만을 뽑아내

어 훈의 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저자는 『논어』에서 음악 관련 문장

의 비중이 높은 편은 「八佾」, 「先進」, 「陽貨」 편이고, 『논어』 20편 중 11

편에 음악 관련 구절이 30여개 있다고 파악한다. 저자는 『논어』의 악 

관련 문장이라 함은 음악 자체나 장르를 말하기도 하고, 춤을 말하는 

것, 예악을 함께 말하는 것, 樂曲을 말하는 것, 樂器를 말하는 것, 樂人을 

가리키는 것 등 다양하다고 이해한다.

저자는 『악서·논어훈의』에서 다룬 내용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다

음과 같이 분류하여 진양이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첫째 

악곡 관련 용어가 들어있는 문장, 둘째 악기 관련 용어가 들어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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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셋째 악인 관련 용어가 들어 있는 문장, 넷째 예악이란 용어가 들어 

있는 문장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진양의 『악서·논어훈의』가 유가적 해석만이 

아니라 노장 철학을 함께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해석에만 머

무르지 않고 음악학적 해석을 함께 하여 『논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는 해석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5) 『맹자』 관련

『맹자』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말선초의 『맹

자』 이해를 다룬 「여말선초 『맹자』 이해의 주제와 관심사」(함영대)가 

있다. 저자는 먼저 유학사를 성리학의 개념이 아닌 경전 해석의 대상

에 대한 문제의식, 곧 주제와 그러한 주제의식을 견인하는 관심사의 시

야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분석 대상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 해석의 맥락을 좀 더 폭넓게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여말선초의 사상은 중간기나 과도기라는 전형성

의 입장에서 파악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텍스트의 논점을 바탕으로 

그 실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이 

논문에서 『맹자』의 몇 가지 핵심 논점을 기초로 주제의식과 관심사의 

입장에서 여말선초의 유학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여말선초의 학자들에게 『맹자』는 자신들의 생각을 효과적

으로 제시하는데 유용한 경전적 전거가 되었다고 파악한다. 그 이유로 

『맹자』는 토지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거점이 되었고, 仁政과 王道의 

구현이라는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활용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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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말선초의 학자들은 맹자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때로는 왕실 권력이

라는 절대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 

방식은 대체로 맹자 텍스트의 원천적 성격을 충실하게 원용하는 것으

로 그 적극성과 빈도는 조선 후기적 상황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다. 심성수양론적인 주제는 이와 달리 성리학의 논리가 이미 적극적으

로 활용되었지만, 그 층차는 조선 후기의 四端七情論이나 人物性同異論

과 같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분석적으로 더 한층 진전시킨 분석적이고 

세밀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파악한다. 즉 대체로 경전의 주장에 충실하

고 어느 정도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고 파악한다. 벽이

단의 관점에 있어서 여말선초의 학자들은 『맹자』 자체의 벽이단적 성격

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그 논리의 정밀함과 정합성 여부

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불교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당대 상황을 고려하면 벽이단론이 지니는 사회

사상으로서의 변혁 논리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다. 또한 이것은 유학 내부의 벽이단론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조선 후기

적 상황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맹자』를 논점으로 하는 주제와 관심사에 대한 

분석은 여말선초의 유학사의 단면을 파악하는데 유효하고 전략적인 거

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맹자』의 논점에 대한 

주제인식과 관심사는 이후 조선에서 주자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유학의 사상적 비중이 확장되면서 점차 다른 논점으로 전환되며, 이는 

경학 연구를 통해 사상적 변화를 포착하는 방법적 시도로서 유의미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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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용』 관련

『중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장현광의 『중용』 

해석을 분석한 「여헌 장현광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최석기)가 있

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장현광의 「中庸之圖」를 통해 장현광이 이해한 

『중용』의 구조를 분석하고, 中庸·道理·費隱·鬼神·人心道心 등에 대한 

해석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장현광이 이해한 『중용』 구조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

다. 첫째, 장현광은 「중용장구대전」에 실린 「讀中庸法」의 6대절설과 『중

용장구』 章下註에서 언급한 4대절설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시각으로 

구조분석을 하여 새로운 5대절설을 제시한 점이다. 둘째, 정자·주자의 

설을 수용하여 대절의 요지를 파악하되 전대의 설과 달리 독자적인 시

각으로 요지를 파악한 점이다. 셋째 「중용지도」는 권근의 「中庸首章分析

之圖」 이후 『중용』의 요지를 뽑아 그린 첫 번째 그림인 동시에 『중용』 전

체의 요지를 한 장의 도표로 그린 최초의 그림이라는 점이다. 넷째, 5대

절설은 권근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독창적인 대절설로 후대 『중용』의 

분대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저자는 장현광의 『중용』의 주제어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의 특징과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중용의 개념에 대해 ‘땅의 중앙이

나 물체의 중심처럼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一定한 도리’를 중용으로 

보아 ‘中은 道之至當, 庸은 理之爲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점이다. 

둘째, 제12장의 費隱에 대해 ‘費는 濫施, 隱은 藏匿’의 뜻으로 보아 모두 

道之用으로 해석해 학자들이 일삼을 사업이라는 독창적인 설을 제시한 

점이다. 셋째, 제16장의 鬼神에 대해 살아있는 생명체의 지각·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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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해 설명함으로써 귀신을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하였다는 점이

다. 넷째, 人心道心에 대해 七情의 公·私에 따라 인심과 도심으로 이름을 

달리한 것일 뿐이라고 하여 已發의 七情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 점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장현광의 독창적인 설은 그의 사상적 기

반인 經緯·分合의 관점에 의한 것인데, 중용을 道理와 연관해 해석하고, 

비은·귀신 등 난해한 주제어를 본체의 측면에 나아가 관념적으로 해석

하지 않고 작용의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해석하여 『중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7) 『서경』 관련

『서경』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심대윤의 『서경』 

이해를 분석한 「심대윤의 『書集傳』 ‘湯·武 放伐’논에 대한 辨正 의미(–

심대윤의 『書經蔡傳辨正』의 분석을 중심으로–)」(장병한)가 있다. 채침

의 ‘탕·무 방벌’론에 대한 심대윤의 변정의 특징으로 세 가지 점을 제

시한다. 첫째, 堯·舜·禹의 禪讓과 湯·武의 방벌은 그 大義적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것으로, 탕왕의 방벌은 天命과 天理를 따른 것으로 한 터럭의 

人欲의 私意가 개입되지 않은 公利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 점이

다. 둘째, 채침이 형식적인 문장의 내용만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탕·

무의 거사를 폭력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그와 같은 편향된 시각에 대해, 

심대윤은 형식적인 문장은 빈껍데기로서 성왕의 虛利에 속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며, 탕왕과 무왕이 당시 大義에 기초한 방벌을 통해 혁명을 수

행했기 때문에 일의 알맹이 즉 實利를 획득하여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평가한 점이다. 셋째, 채침은 무왕이 臣下의 신분으로서 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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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殷의 紂王을 정벌한 것으로 해석하며 무왕의 탈법적 왕위 찬탈을 합

리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 심대윤은 하늘의 福善禍淫의 道는 善惡의 如何

에 따라 환히 드러나는 것으로, 천명이 끊어지고 백성을 虐待하였으니, 

紂는 필연적으로 亡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무왕이 스스로 ‘以臣伐君’

의 죄를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변호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심대윤은 『서경채전변정』에서 “지금 후대의 제후로서 만약 

왕을 정벌할 자가 탕·무의 시대적 상황과 명분에 견주어 이를 법 삼아 

혁명을 일으킨다면, 이 또한 탕·무의 道를 실천 한 것이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심대윤이 당시 19세기 중반에 즈음하

여, 과거 맹자의 탕·무 방벌론을 현실의 실천적 유가 혁명론으로 승화 

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서경채전변정』이 저술된 다음 해인 1860년에 

최제우가 東學을 창시하게 되고, 이의 정신을 계승한 최시형이 1894년

에 동학 농민 전쟁으로 이어가게 되는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심대

윤의 혁명론은 당시 19세기 중반 조선의 한 재야 학자의 단순한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현시점을 관통하여 먼 미래의 언젠가에 그 

실현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것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정치 사

상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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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

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면 2016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거의 연구 되지 않았던 신후담·윤행임·심대

윤의 『역경』, 박세채의 『춘추』, 최명길의 『대학』, 장현광의 『중용』, 심

대윤의 『서경』과 『의례』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

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

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