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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학계에서 발표

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

석한 것이다. 논문의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에 수록된 논문과 각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논문의 출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

국연구정보서비스(KCI)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박사

학위논문 2편과 일반논문 64편 등 총 66편의 논문이 조사되었다.

정리방법으로는 첫째, 북송시대, 남송시대, 원대의 학자들을 인물

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경학, 성리학, 윤리학, 정치사회학, 예

학, 비교학 등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여러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

고 평가하였으며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마지막으로 서술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인물에 따른 분류로는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주돈이, 소옹, 장재, 이정

형제와 남송의 호굉, 장식, 주희, 육구연, 진부량, 양간, 진덕수, 그리고 

원대의 오징 등 12명의 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일반 논문에는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4편이 있으며 소옹

에 관한 논문은 2편이 있고 장재에 관한 논문은 2편 이정(二程) 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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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문이 2편 있다. 그리고 호굉에 관한 논문은 4편이 있으며 장식

에 관한 논문은 2편이 있고, 주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이 43편, 박사논문 1편 등 모두 44편이 있으며 진덕수에 관한 논문이 

일반논문 1편, 박사논문 1편 등 모두 2편이 있다. 그 밖에 진부량에 관

한 논문, 양간에 관한 논문, 원대 오징에 관한 논문 등 각각 1편씩 있으

며, 그리고 남송시대 성리학자들의 종교에 관한 논문이 1편 있다.

1) 주돈이(렴계, 1017~107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학재 解密“太極圖” 的一個方法
유교문화연구(중

문판)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 손흥철
주돈이(周敦頤)의 '태극(太極)'과 리기개념
(理氣槪念)의 관계분석(關係分析)

퇴계학논총

제29집

퇴계학부산연구

원

3 이난숙
주돈이(周敦頤) 철학의 천인합덕(天人合德) 
해석과 시중(時中)사상

퇴계학논총

제29집

퇴계학부산연구

원

4 허광호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태극
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66집
동양고전학회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모두 4편으로 “태극도”에 관한 논문이 1편, 

주돈이의 ‘태극’과 ‘리기’개념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 1편, 주돈이의 천

인합덕의 해석과 시중(時中)에 관한 논문이 1편, 주돈이화 권근의 『도

설』의 비교에 관한 논문이 1편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주로 태극에 관

한 해석과 천인합일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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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옹(강절, 1011~107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주광호
상징형식으로 본 소옹(邵雍)의 원회운세(元
會運世)

철학연구 제55집 철학연구회

2 주광호 소옹(邵雍)의 선천역학(先天易學)과 공간 철학연구 제56집 철학연구회

소옹에 관한 논문은 주광호의 논문 모두 2편으로 한 편은 이기론 이

라는 상징형식으로 소옹의 원회운세(元會運世)를 살펴서 소옹의 철학

을 이해하려 한 것이고, 다른 한 편은 소옹의 <선천역학>을 신화적 사유

에서의 상징형식으로서의 ‘공간’으로 분석한 것이다.

3) 장재(횡거, 1020~107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영호
장재(張載)와 정이(程頤)의 심성론(心性論) 
비교 고찰

건지인문학

제2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김태환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통해 본 유교
(儒敎) 영성철학(靈性哲學)의 가능성에 관
한 시론(試論) 

퇴계학논총

제30집
퇴계학부산연구원

장재에 관한 논문은 모두 2편으로 한편은 장재의 심성론을 정이(程

頤)와 비교한 것이고, 다른 한편은 장재의 저서인 「서명」을 중심으로 

하여 유교 영성철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논문이다.

4) 이정(二程): 정호(명도, 1032~1085), 정이(이천, 1033~110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승원
전승 양상에 따른 이정(二程) 철학의 차별성 
연구 

퇴계학논집 

제2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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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정종모 二程철학에서 命과 義의 분리와 합일 양명학 제48호 한국양명학회

이정에 관한 논문은 모두 2편인데 박승원과 정종모의 논문이 각각 

1편씩 있다. 한 편은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철학이 전승되는 과정

에서 드러내는 차별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철학사 안에서 두 사람의 

철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설정하려 하는 내용의 논문이며 다른 

한 편은 북송(北宋) 유학의 중요 인물인 이정(二程) 형제의 명(命)과 의

(義)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여 이정 형제의 관점을 서술한 논

문이다.

5) 호굉(오봉, 1107~1161)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재호
호굉(胡宏)의 성체심용설(性體心用說) 천석
(淺析)

동서철학연구 

제83호
한국동서철학회

2 안재호
호굉(胡宏)의 진심성성설(盡心成性說) 관규
(管窺)–진심의 체계: 치지(致知)와 주경(主
敬)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第80輯
한국중국학회

3 연재흠
호굉(胡宏) 심론(心論) 연구(硏究) : 성(性)
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4 채희도 기질변화론 연구–호굉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제35집
(사)율곡연구원

호굉에 관한 논문은 2016년에는 보이지 않다가 2017년도에 들어

와서 4편이나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세 편은 호굉의 성과 심에 관한 논

문이고 나머지 한편은 기질변화론에 관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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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식(남헌, 1033~1180)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정 장식(張栻)의 수양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제53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 이연정 장식 ‘인(仁)' 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장식에 관한 논문도 2016년에는 보이지 않다가 2017년도에 들어

와서 2편이 발표되었다. 한편은 장식의 수양 공부론의 논문으로 장식

의 천인합일사상에 대하여 논하고 있고 다른 한 편은 장식의 인(仁)에 

대한 사상을 학문적 연원, 사유체제, 주희와의 차이 등의 구성으로 하여 

논하고 있다.

7) 주희(회암, 1130~1200)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진석 주자 충서론의 다층적 해석에 관한 논의
인문학연구 

제53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강춘화
朱熹“验证说”萌芽与洪大容“验证说”比

较研究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3 권상우
주자의 도덕철학에서 규범과 상황: 경권
론(經權論)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0권 3호
동양사회사상학회

4
김광수
김원명

주희(朱熹) 심성론(心性論)을 중심으로 본 
복괘(復卦) 해석의 문제

한국 철학논집 제

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기현
『소학』 저술과 ‘미발 함양' 공부의 상관 관
계

도덕윤리과교육 제

57호

한국도덕윤리과교

육학회

6 김동민
朱子의 『春秋』 註解書에 대한 비판과 변
론

양명학 제36집 한국양명학회

7 김동민 朱子의 『春秋』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8집
한국유교학회

8 김우형
朱熹哲學中之心的本體與自我不朽–關於
鬼神魂魄理論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

교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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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9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道統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제85집 범한철학회

10 김현경 先秦諸子와 朱熹의 이단 비판 범한철학 제86집 범한철학회

11 김혜수
주자철학의 충서(忠恕) 개념 분석과 그 윤
리학적 함의 고찰

중국학보 제80집 한국중국학회

12
노명수
정소희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 개념과 그 의
미

유학연구 제38집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3 민병희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의 성립과 
경전적 권위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제55집
한국사상사학회

14 박성규 주자의 경권론(經權論) 철학탐구 제48집
중앙대학교 중앙

철학연구소

15 박성규
주자의 천리유행(天理流行) 개념과 인(仁) 
해석

철학논총 제89집 새한철학회

16 박찬영
宗密과 朱熹의 사유구조의 유사성–심성
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04집 대한철학회

17 방경훈 주희(朱熹)의 중(中)개념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제71집

원광대학교 원불

교사상연구원

18
방경훈
김치형

주희철학에서 실천덕목으로서 敬개념 연
구

범한철학 제86집 범한철학회

19 서근식
『주역』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비교 연
구

정신문화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 소모인 論朱熹《中庸章句》 對中性槪念的解釋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

교문화연구소

21 소현성
주자의 『태극해의(太極解義)』 일고–그 세
계관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39집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22 안재호 철학치료와 주희의 수양론 철학탐구 제47집
중앙대학교 중앙

철학연구소

23 연재흠 『知言疑義』 연구(1)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0집
한국유교학회

24 이기원 『소학』을 통한 주체의 형성
한국동양정치사상

사연구 제16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

사학회

25 이상돈
주자 수양론의 이상적 경지와 각득기소
(各得其所)

율곡학연구 

제34집
(사)율곡연구원

26 이상익
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論)의 양
면성과 퇴(退)·율(栗) 성리학(性理學)

영남학 제6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7 이연정
주자 격물치지를 통한 인성교육적 요소와 
원리 고찰

한국 철학논집 제

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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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8 임낙창
朱熹 「理一分殊」 的 <西銘> 詮釋模式再考
察

철학연구 제141집 대한철학회

29 장원태
朱熹的告子和陸九淵的告子–以對“不動
心”的詮釋爲中心

유교문화연구(중문

판) 제27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30 전병욱
『孟子』 「告子」편의 性善論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0집
한국유교학회

31 전병욱 주자 인심도심설의 궁극적 관심 유학연구 제4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2 정상봉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7힙
한국유교학회

33 정우엽
『인설(仁說)』 : 생명에 대한 주자학의 윤리
적 담론

생명연구 제45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34 정우엽
주자학의 서(恕) - 도덕적 자아의 출현과 
객관성을 중심으로 -

철학논집 제50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35 정지연
『논어(論語)』의 신(信)에 대한 연구 - 주희
(朱熹)와 진순(陳淳)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36집 우리한문학회

36 정환희
본성과 감정의 동이 문제 - 맹자의 ‘내약
기정(乃若其情)’과 후학들의 이해방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4권 

제2호

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7 지현주

『주자가례(朱子家禮)』의 방위관(方位觀)을 
통해 본 상례(喪禮)의 질서양상과 그 우주
론적 배경–『주자어류(朱子語類)』, 『이기
(理氣)』 하편(下篇)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91

집
동양철학연구회

38 최복희
주자학의 마음의 개념에 있어서의 불교 
비판과 수용 연구

범한철학 제85집 범한철학회

39 최영진
朱子 人心道心의 槪念과 分岐에 관한 分
析的 探求

철학 제130집 한국철학회

40 홍성민
義外說 비판을 통해서 본 朱子 도덕 인식
론의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9집
한국유교학회

41 홍성민
絜矩之道와 공정한 주체의 조건–朱子와 
茶山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4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2 황갑연
주자와 간재의 명덕설(明德說) 그리고 역
사문화 의식의 차이

건지인문학 

제2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3 황갑연
주자의 도덕론에서 경(敬)의 지위와 의미 
그리고 래원(來源)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4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4 차진만 朱子의 靜坐工夫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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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에 관한 논문은 총 44편으로 그 중 일반 논문 43편, 박사학위논

문 1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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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윤리 수양론 부분이다. 그리고 비교논문으로는 조선유학자와의 비교, 

불교와의 비교 등 여러 편 보인다. 또한 주희의 ‘인’에 관한 논문이나 

『춘추』해석에 관한 논문, 철학치료등 기존의 논문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주제를 다룬 참신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8) 육구연(상산, 1139~1192)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원태
朱熹的告子和陸九淵的告子–以對“不動心”
的詮釋爲中心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7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주희와의 비교논문으로 장원태의 「朱熹的告

子和陸九淵的告子 ‐ 以對“不動心”的詮釋爲中心」이 있다.

9) 진부량(지재, 1137~120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재윤 治理與自律–陳傅良的政治理論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7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진부량에 관한 논문은 2015년도 1편도 없었는데 2016년에는 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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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정치사상에 관한 논문 1편이 나왔다.

10) 양간(자호, 1141~1226)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양간(楊簡) 『오고해(五誥解)』 연구 유학연구 제4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육구연의 제자인 양간에 관한 논문은 2016년 1편도 없었는데 2017

년에는 이동욱의 1편의 논문이 있다.

11) 진덕수(서산, 1178~1235)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상수
眞德秀의 ‘心學’–심학 개념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48집
한국동양철학회

2 한승일
윤리적 인식론을 위한 試論 : 眞德秀의 『政
經』을 중심으로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진덕수에 관한 논문은 2016년도에는 1편도 없었는데 2017년도에

는 윤상수의 『진덕수의 심학』이라는 일반논문 1편과 한승일의 진덕수

의 인식론에 관한 박사논문 1편이 있다.

12) 오징(초려, 1249~133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周易)』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제51집 온지학회

원대의 성리학자 오징에 관한 논문은 2017년도에 처음 보이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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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징의 12가지 『주역』 해석 방법론을 설명하면

서 그 특징을 논하고 있다.

13)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한신
南宋代 性理學者들의 宗敎 改革: 南宋代 
性理學者들의 民間信仰 개혁과 儒敎의宗
敎的 기능 강화

역사와 경계 

제105집
부산경남사학회

기타에는 인물에 관한 논문이 아닌 남송대의 성리학자들의 종교 개

혁에 관한 논문으로 김한신의 일반논문 1편이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 심성론, 4)윤리·수양

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66편

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역학, 춘추, 사서) 10편, 이기론 3

편, 심성론 8편, 윤리·수양론 22편, 인식론 2편, 비교 10편, 기타 11편

이다. 많은 논문들이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로 발표되어 공통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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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문제의식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문이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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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학[역학, 춘추, 사서]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朱子의 『春秋』 註解書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제46호 한국양명학회

2 김동민 朱子의 『春秋』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8집
한국유교학회

3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道統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제85집 범한철학회

4 민병희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의 성립과 
경전적 권위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제55집
한국사상사학회

5 소모인 論朱熹《中庸章句》 對中性槪念的解釋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6 이동욱 양간(楊簡) 『오고해(五誥解)』 연구 유학연구 제4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周易)』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제51집 온지학회

8 전병욱
『孟子』 「告子」편의 性善論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0집
한국유교학회

9 정지연
『논어(論語)』의 신(信)에 대한 연구 - 주희
(朱熹)와 진순(陳淳)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36집 우리한문학회

10 주광호 소옹(邵雍)의 선천역학(先天易學)과 공간 철학연구 제56집 철학연구회

경학에 관한 논문은 모두 10편인데 그 중에서 『춘추』관련 논문이 2

편, 역학 관련 논문이 3편, 『서경』관련 논문이 1편, 『사서』 관련 논문이 

4편이 있다. 춘추관련 논문 2편은 모두 주희의 『춘추』해석에 관한 논

문으로 김동민의 「朱子의 『春秋』 註解書에 대한 비판과 변론」과 「朱子

의 『春秋』 해석과 그 특징」이다. 역학 관련 논문은 소옹, 주희, 오징 등

의 역학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옹의 역학관련 논문으로는 주광호

의 「소옹(邵雍)의 선천역학(先天易學)과 공간」가 있고 주희의 역학관련 

논문으로는 김정각의 「朱熹易學에서의 道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오

징의 역학관련 논문으로는 임재규의 「오징(吳澄)의 『주역(周易)』 해석 

방법론」이 있다. 그리고 『서경』관련 논문으로는 이동욱의 「양간(楊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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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해(五誥解)』 연구」가 있으며 『사서』관련 논문으로는 민병희의 『사

서장구집주』에 관한 논문이 1편, 소모인의  『중용장구』에 관한 논문이 

1편, 정지연의 『논어(論語)』에 관한 논문이 1편, 전병욱의 『孟子』 에 관

한 논문 1편이 있다.

2) 이기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소현성
주돈이(周敦頤)의 ‘태극(太極)’과 리기개
념(理氣槪念)의 관계분석(關係分析)

유학연구 제3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손흥철
朱熹 「理一分殊」 的 <西銘> 詮釋模式再
考察

퇴계학논총 제29집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3 임낙창
朱熹 「理一分殊」 的 <西銘> 詮釋模式再
考察

철학연구 제141집 대한철학회

이기론 관련 논문으로는 일반논문 3편이 있다. 소현성의 「주자의 

『태극해의(太極解義)』 일고 ‐그 세계관을 중심으로‐」과 손흥철의 「주돈

이(周敦頤)의 ‘태극(太極)’과 리기개념(理氣槪念)의 관계분석(關係分析)」, 

그리고 임낙청의 「朱熹 「理一分殊」 的 <西銘> 詮釋模式再考察」이 있다.

3) 심성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광수
김원명

주희(朱熹) 심성론(心性論)을 중심으로 본 
복괘(復卦) 해석의 문제

한국 철학논집 

제52집

한국철학사연구

회

2 김우형
朱熹哲學中之心的本體與自我不朽–關於
鬼神魂魄理論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

교문화연구소

3 안재호
호굉(胡宏)의 성체심용설(性體心用說) 천석
(淺析)

동서철학연구 

제83호
한국동서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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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연재흠
호굉(胡宏) 심론(心論) 연구(硏究) : 성(性)
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

회

5 윤상수
眞德秀의 ‘心學' - 심학 개념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 제48집 한국동양철학회

6 전병욱 주자 인심도심설의 궁극적 관심 유학연구 제40집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7 정환희
본성과 감정의 동이 문제 - 맹자의 `내약기
정(乃若其情)`과 후학들의 이해방식을 중심
으로

인문논총 제74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

학연구원

8 최영진
朱子 人心道心의 槪念과 分岐에 관한 分析
的 探求

철학 제130집 한국철학회

심성론 관련 논문으로는 일반논문 8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이 

4편, 호굉에 관한 논문이 2편, 진덕수에 관한 논문이 1편, 그리고 기타 

1편이 있다. 특히 연재흠의 「眞德秀의 ‘心學’ ‐심학 개념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성리학에서 ‘심학’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과정

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4) 윤리 · 수양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진석 주자 충서론의 다층적 해석에 관한 논의 인문학연구 제53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권상우
주자의 도덕철학에서 규범과 상황: 경권
론(經權論)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20권 3호
동양사회사상학회

3 김기현
『소학』 저술과 ‘미발 함양' 공부의 상관 관
계

도덕윤리과교육 

제57호

한국도덕윤리과교

육학회

4 김혜수
주자철학의 충서(忠恕) 개념 분석과 그 윤
리학적 함의 고찰

중국학보 제80집 한국중국학회

5 박성규 주자의 경권론(經權論) 철학탐구 제48집
중앙대학교 중앙

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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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박성규
주자의 천리유행(天理流行) 개념과 인(仁) 
해석

철학논총 제89집 새한철학회

7 방경훈 주희(朱熹)의 중(中)개념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제71집

원광대학교 원불

교사상연구원

8
방경훈
김치영

주희철학에서 실천덕목으로서 敬개념 연
구

범한철학 제86집 범한철학회

9 안재호
호굉(胡宏)의 진심성성설(盡心成性說) 관
규(管窺)–진심의 체계: 치지(致知)와 주
경(主敬)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80집 한국중국학회

10 안재호 철학치료와 주희의 수양론 철학탐구 제47집
중앙대학교 중앙

철학연구소

11 이기원 『소학』을 통한 주체의 형성
한국동양정치사상

사연구 제16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

사학회

12 이난숙
주돈이(周敦頤) 철학의 천인합덕(天人合
德) 해석과 시중(時中)사상

퇴계학논총 제29집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13 이상돈
주자 수양론의 이상적 경지와 각득기소
(各得其所)

율곡학연구 제34집 (사)율곡연구원

14 이연정 장식(張栻)의 수양 공부론
한국 철학논집 제

53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5 이연정 장식 ‘인(仁)’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 철학논집 제

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6 이연정
주자 격물치지를 통한 인성교육적 요소와 
원리 고찰

한국 철학논집 제

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7 정상봉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7집
한국유교학회

18 정우엽
주자학의 서(恕)–도덕적 자아의 출현과 
객관성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제50집
서강대학교 철학

연구소

19 정우엽
『인설(仁說)』 : 생명에 대한 주자학의 윤리
적 담론

생명연구 제45집
서강대학교 생명

문화연구원

20 채희도 기질변화론 연구–호굉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제35집 (사)율곡연구원

21 황갑연
주자의 도덕론에서 경(敬)의 지위와 의미 
그리고 래원(來源)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40집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22 차진만 朱子의 靜坐工夫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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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수양관련 논문은 일반논문 21편과 박사학위논문 1편등 총 

22편으로 주제별 분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주희

의 윤리·수양관련 논문이 일반논문 14편, 박사학위논문 1편 등 모두 

15편으로 가장 많다, 그 밖에 『소학』, 호굉, 장식의 윤리·수양관련 논

문이 각각 2편씩이 있으며, 주돈이의 윤리·수양관련 논문 1편이 있다. 

이 논문들 중에서 특히 안재호의 「철학치료와 주희의 수양론」과 정상

봉의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는 주희의 윤리·수양관련 내

용을 현대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5) 인식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성민
義外說 비판을 통해서 본 朱子 도덕 인식론
의 특징

유교사상문화연

구 제69집
한국유교학회

2 한승일
윤리적 인식론을 위한 試論 : 眞德秀의 『政
經』을 중심으로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식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과 박사학위논문 1편 등 모두 2편

의 논문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홍성민의 「義外說 비판을 통해서 본 朱

子 도덕 인식론의 특징」이 있고 박사학위논문으로는 한승일의 「윤리적 

인식론을 위한 試論 : 眞德秀의 『政經』을 중심으로」가 있다.

6) 비교(10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춘화
朱熹“验证说”萌芽与洪大容“验证说”比较
研究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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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김영호
장재(張載)와 정이의 심성론(心性論) 비교 
고찰

건지인문학 

제2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
노명수
정소이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 개념과 그 의미
儒學硏究 

제3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박찬영
宗密과 朱熹의 사유구조의 유사성–심성
론을 중심으로 

哲學硏究 

제104집
대한철학회

5 서근식
『주역』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비교 연
구

정신문화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6 이상익
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論)의 양
면성과 퇴(退)·율(栗) 성리학(性理學)

嶺南學 제62호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7 장원태
朱熹的告子和陸九淵的告子–以對“不動
心”的詮釋爲中心

(儒敎文化硏究(中

文版), 第27輯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8 허광호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태
극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硏究 

제66집
동양고전학회

9 홍성민
絜矩之道와 공정한 주체의 조건–朱子와 
茶山을 중심으로–

儒學硏究 

제4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황갑연
주자와 간재의 명덕설(明德說) 그리고 역
사문화 의식의 차이

건지인문학 

제2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비교 논문으로는 일반논문 10편이 있다. 특히 10편의 논문 중에 송

대성리학자와 조선성리학자의 비교논문이 6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

한 논문으로는 강춘화의 「朱熹“验证说”萌芽与洪大容“验证说”比较研究」, 

노명수·정소이의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 개념과 그 의미」, 이상

익의 「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율(栗) 성

리학(性理學)」, 허광호의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 ‐ 『태극

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홍성민의 「絜矩之道와 공정한 주체의 

조건 ‐ 朱子와 茶山을 중심으로 -」, 황갑연의 「주자와 간재의 명덕설(明

德說) 그리고 역사문화 의식의 차이」 등이 있다. 그 밖의 비교논문으로

는 김영호의 「장재(張載)와 정이의 심성론(心性論) 비교 고찰」, 박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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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密과 朱熹의 사유구조의 유사성 - 심성론을 중심으로」, 서근식의 「『주

역』 원형이정(元亨利貞) 해석의 비교 연구」, 자원태의 「朱熹的告子和陸九

淵的告子 ‐ 以對“不動心”的詮釋爲中心」 등이 있다.

7) 기타(1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태환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통해 본 유교
(儒敎) 영성철학(靈性哲學)의 가능성에 관
한 시론(試論) 

퇴계학논총

제30집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2 김학재 解密“太極圖” 的一個方法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3 김한신
南宋代 性理學者들의 宗敎 改革:南宋代 
性理學者들의 民間信仰 개혁과 儒敎의宗
敎的 기능 강화

역사와 경계 

제105집
부산경남사학회

4 김현경 先秦諸子와 朱熹의 이단 비판 범한철학 제86집 범한철학회

5 박승원
전승 양상에 따른 이정(二程) 철학의 차별
성 연구

퇴계학논집 

제20집

영남퇴계학

연구원

6 송재윤 治理與自律–陳傅良的政治理論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7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7 연재흠 『知言疑義』 연구(1)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0집
한국유교학회

8 정종모 二程철학에서 命과 義의 분리와 합일 양명학 제48호 한국양명학회

9 주광호
상징형식으로 본 소옹(邵雍)의 원회운세(元
會運世)

철학연구 제55집 철학연구회

10 지현주

『주자가례(朱子家禮)』의 방위관(方位觀)을 
통해 본 상례(喪禮)의 질서양상과 그 우주
론적 배경–『주자어류(朱子語類)』, 『이기(理
氣)』 하편(下篇)을 중심으로–

東洋철학연구 제

91집
동양철학연구회

11 최복희
주자학의 마음의 개념에 있어서의 불교 비
판과 수용 연구

범한철학 제85집 범한철학회

기타의 논문으로는 김태환의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통해 본 

유교(儒敎) 영성철학(靈性哲學)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試論)」, 김학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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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密“太極圖” 的一個方法」, 김한신의 「南宋代 性理學者들의 宗敎 改革:南

宋代 性理學者들의 民間信仰 개혁과 儒敎의宗敎的 기능 강화」, 김현경의 

「先秦諸子와 朱熹의 이단 비판」, 박승원의 「전승 양상에 따른 이정(二程) 

철학의 차별성 연구」, 송재윤의 「治理與自律 ‐ 陳傅良的政治理論」, 연재흠

의 「『知言疑義』 연구(1)」, 정종모의 「二程철학에서 命과 義의 분리와 합

일」, 주광호의 「상징형식으로 본 소옹(邵雍)의 원회운세(元會運世)」, 지

현주의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방위관(方位觀)을 통해 본 상례(喪禮)의 

질서양상과 그 우주론적 배경」, 최복희의 「주자학의 마음의 개념에 있

어서의 불교 비판과 수용 연구」 등 모두 11편의 논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1) 최영진의 「朱子 人心道心의 槪念과 分岐에 관한 分析的 探求」

이 논문은 주희의 인심도심의 개념과 분기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저자는 ‘이론체계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심과 도심의 분

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자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

다. 오직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그 중을 잡아라[人心惟危 道心惟

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에 대한 주자의 “도심은 도리를 지각한 것이며, 

인심은 소리·색·냄새·맛을 지각한 것이다.…도심과 인심은 본래 

하나의 존재이다. 단지 지각한 바가 다른 것이다.”라는 해석에 대하여 

“주자는 ‘하나의 마음이 인심과 도심으로 분기 된다’라는 동일한 사실

에 대하여 ‘지각 근원이 다르다’라는 주장과 ‘지각한 대상이 다르다’

라는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1. 이 두 가지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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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2. 양립할 수 있다면 두 과정은 어떠한 관계

인가? 3. 양립할 수 없다면 주자의 인심도심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심과 도심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그 다

음에 인심과 도심의 분기를 중심으로 주자 인심도심설의 문제점이 무

엇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하여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인심과 도심의 개념에 대하여 주자의 인심도심설이 전

기와 후기로 나누어 두 시기의 차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는 인심과 도심의 분기의 원인, 즉 지각의 근원인가 아니면 지각의 대

상인가에 대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전기에서는 인심과 

도심이 분기되는 요인이 ‘존(存)’과‘망(亡)’으로서 현상적 차원에서 논

의 하고 있는 반면, 후기에서는 인심의 근원은 형기로 이루어진 사적인 

‘신체’이고 도심의 근원은 인간이 선험적으로 본유(本有)하는 도덕법칙

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저자는 “주자는 후기에 하나의 마음이 인심과 

도심으로 분기되는 요인으로서 ‘지각의 근원’과 ‘지각의 대상’ 두 가지

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전기에 주로 ‘존/망’이라는 심리적 현상의 차원

에서 인심과 도심의 분기를 규정한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소이위지각자(所以爲知覺者)”의 해석에 대하여 기존

의 학자들이 오역을 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지각을 이루는 근거 혹은 

이유”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그의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용장구서」를 「大禹謨」의 주석과 비교하고 있다. 그

는 특히 「중용장구서」의 ‘소이위지각자(所以爲知覺者不同)’이 「大禹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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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삭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논하면서 “주자 인심도심

설의 최만년정론은 「대우모」 주석에 나타나 있다. 이 주석은 ‘인심과 

도심은 근원을 달리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이 되었다’

라는 점을 명료하게 적시함으로서, 『서경』에서 왜 ‘인심은 위태롭고 도

심은 은미하다’라고 말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앞에서 서술한 근거들을 가지고 인심과 도심의 

분기에 대한 주자 「중용장구서」의 주장을 “마음의 지각은 하나이지만 

인심과 도심 두 가지로 분기된다. 인심은 형기에서 발생하여 욕구를 지

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선한 것은 아니지만 위태로워 불안하고,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여 의리를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만 은미하여 발

현되기 어렵다.”와 같이 재구성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자의 “인심도심설”을 명료하게 정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소이위지각자(所以爲知覺者)”의 “소이(所以)”와 “위(爲)”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새롭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상봉의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

이 논문은 정상봉이 주자의 욕망에 대한 이해와 그 현대적 의의를 조

망하기 위하여 작성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모두 다섯 장으로 이루어

져 있다. 첫 번째 장은 들어가는 말로 현대 사회의 도덕의식은 뿌리채 

흔들리고 윤리규범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

다. 두 번째 장은 ‘주자 이전의 욕망 절제론 계승’이라는 주제로 공자

의 ‘극기복례’를 “사적 이익에 얽매임 없이 공공의 도리를 따르는 것”

으로 보았으며, 맹자의 ‘성선설’, ‘사단’, 수양방법으로서의 ‘존심’, 양



66   제1부 중국유학

성(養性), 과욕(寡慾) 등, 주돈이의 ‘무욕(無欲)’, 이정(二程)의 사욕의 제

거 등을 들어 주자 이전의 욕망 절제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번

째 장은 주자의 욕망관으로 크게 ‘천리와 인욕’, ‘인심과 도심’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천리와 인욕’의 부분에서 ‘천리’에 

대하여 “천리는 존재에 관한 물리와 당위에 관한 윤리(倫理) 전체가 포

함된다.”고 하면서 “천리의 의미를 사람의 윤리적 당위 측면에 한정하

여 살펴보면, ‘마땅히 그러함[當然]’은 ‘본래 그러함[自然]’과 ‘마땅히 그

렇게 해야함[當爲]’을 함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인욕에 대하여 “천

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주자가 인욕의 제거나 극

복을 말했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인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

욕에서 사사로운 부분, 즉 사욕(私欲)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주자의 사욕에 대하여 “개인적 이익 추구에 빠져 공

공의 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주자가 주장

하는 천리와 인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인심과 도심’

의 부분에서는 ‘인심’에 대하여 “신체를 지닌 개체적 존재로서의 사

람이 느끼는 감관지각(感官知覺)의 감응에 따른 심리적 욕구, 생물학적 

욕망, 희노애락의 감정, 그리고 돈 권력 명예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이

기심 등까지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고 ‘도심’에 대하여 “절도에 들

어맞는 생리적 욕구와 생물학적 욕망, 사단(四端), 부모가 자식을 자애

로써 감싸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마음, 공공의 도

의(道義)와 예법(禮法)을 따르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주자의 인심도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장에서

는 ‘주자의 욕망관의 현대적 의의’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체체제 하에

서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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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자의 

주장이 오늘날 ‘무엇이 사람다운 삶인가?’‘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사람다운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에게 일정한 안내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장 ‘나오는 말’에서는 “주자의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

의 구호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생리적 욕구와 생물

학적 본능에 기초한 욕망과 사회적 욕망의 분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용인할 수 있는 기준과 공존하는 타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을 찾

고 그것을 좇으려는 실천적 노력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

된다. 이에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옳음[是]과 그름[非], 공정

함[公]과 사사로움[私], 알맞음[中]과 알맞지 않음[不中]을 가늠하는 기준

을 천리와 인욕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선명한 주장을 펴고자 했던 주자

의 뜻이 욕망 앞에 약해지고 욕망에 휘들리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재 주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결론 맺고 있다.

이 논문은 주자의 욕망관에 반영된 천리와 인욕, 인심과 도심 개념

이 어떻게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반영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서술

한 논문이다. 여기에서 주희의 천리와 인욕, 인심과 도심의 개념의 서

술은 매우 정확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논리가 매우 명료하고 또한 현

대 사회의 윤리도덕 교육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으로 여겨진다.

(3) 연재흠의 「호굉(胡宏) 심론(心論) 연구(硏究):	
	 성(性)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호굉(胡宏)철학에 있어, 성(性)과 심(心) 개념에 대한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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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성체심용(性體心用), 미발(未發), 이발(已發), 진심(盡心), 진성(盡

性) 등을 중심으로 성(성)과 심(心)의 관계 등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1서론, 2성과 심, 3미발과 이발, 4진심과 진성, 5결론 등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서론에서 이 논문의 의의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은 호굉의 독특한 성(性)개념에 주목

하여, 성학(性學)·성본론(性本論)등으로 호굉의 철학을 개괄하고 있다. 

이처럼 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철학자들과 뚜렷이 구

분되는 호굉 철학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호굉

이 견지했던 성체심용(性體心用)의 체계에 따르면 본체로서의 성에 대

한 이해 못지않게, 그 작용에 해당하는 ‘마음(心)’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이해 역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즉 저자는 호굉의 성에 관한 내용

보다 마음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니 이 논문에

서는 호굉의 심에 관한  내용들을 전개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

러나 그 다음문장에서 “이 글에서는 이상의 이해에 기초하여, 성과 마

음 개념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성체심요, 미발·이발, 진심·진성 등을 

중심으로 호굉 철학에 있어 성과 마음의 관계 등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논문제목을 보면 「호굉(胡宏) 심론(心論) 

연구(硏究) : 성(性)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 로 되어있다. 큰 제목은 

‘호굉의 심론 연구’로 되어 있고 소제목이 ‘성과 심의 관계를 중심으로’

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목차와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성과 심의 관계’만 

서술하고 있지 호굉의 심에 관한 ‘심’자체만의 구체적인 서술들은 보

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차라리 제목을 ‘호굉의 성과 심의 관계연

구’라고 하는 것이 논문 내용과 더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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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7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논문을 인

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주요 논문을 정리하고 비평하였다. 

2016년도와 같이 2017년도에도 박사논문과 일반 학회지(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논문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인물별로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주돈이, 소옹, 장재, 이정형제

(정호, 정이)와 남송의 호굉, 장식, 주희, 진부량, 육구연의 제자 양간, 진

덕수, 원대 성리학자 오징등 12명의 유학자들과 남송성리학자들의 종

교개혁을 소개한 논문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인물별 논문은 일반

논문 64편, 박사학위논문 2편으로 총64편이다.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4편, 소옹에 관한 논문은 2편, 장재에 관한 논문은 2편, 이정(二程) 형제

에 관한 논문이 2편 있다. 그리고 호굉에 관한 논문은 4편, 장식에 관한 

논문은 2편, 주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이 43편, 박사논

문 1편 등 모두 44편이 있으며 진덕수에 관한 논문이 일반논문 1편, 박

사논문 1편 등 모두 2편이 있다. 그 밖에 육구연에 관한 논문, 진부량에 

관한 논문, 양간에 관한 논문, 원대 오징에 관한 논문 등 각각 1편씩 있

으며, 그리고 남송시대 성리학자들의 종교에 관한 논문이 1편 있다. 여

기에서 주희의 논문은 44편으로 다른 인물들의 논문을 합한 것 보다 훨

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과 비교하여 보면 2016년에 보이지 않던 주돈이, 소옹, 장재

와 남송성리학자 진부량, 양간, 진덕수, 오징에 관한 논문이 2017년도

에 새롭게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일반논문 35편, 박사학위논문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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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39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인물별로 분류하면 정호에 관한 논문

은 1편, 정이의 관한 논문은 2편, 곽충효에 관한 논문은 1편이 있었다. 

그리고 주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이 28편, 박사학위논

문 4편으로 총32편이 있었으며 그 밖에 육구연에 관한 논문이 2편, 채

원정에 관한 논문은 1편, 그리고 송대 절강학파에 관한 논문이 1편 있

었다.

2017년도 2016년도와 같이 주희에 관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희의 철학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대

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당연

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

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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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2017년 1년 동안 중국 송

대 유학관련 논문은 66편이 발표 되었는데 각 주제별 분류 논문의 편수

는 경학 10편, 이기론 3편, 심성론 8편, 윤리·수양론 22편, 인식론 2편, 

비교 10편, 기타 11편이다. 2016년도에는 경학 6편, 이기론 3편, 윤리·

수양론 17편, 인식론 3편, 비교 5편, 기타 5편이었다. 주제별 분류에서 

보자면 2017년도도 2016년도와 같이 윤리·수양론 부분에서 가장 많

은 논문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2편의 주요 논문을 소개하고 1편의 논문을 분석 비평하였다. 

여기에서 소개한 주요논문은 최영진의 「朱子 人心道心의 槪念과 分岐에 

관한 分析的 探求」와 정상봉의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이며 

분석 비평한 논문은 연재흠의 「호굉(胡宏) 심론(心論) 연구(硏究) : 성(性)

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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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물별 분류에서는 주희에 

대한 논문이 44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윤

리·수양론에 관한 논문이 22편으로 가장 많다. 이는 한국 학계의 독특

한 현상이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학문 연구

를 바탕으로 중국 송대 유학에 관한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

리고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송대 유학자들을 발굴하고 또한 현대 한

국사회의 문제점과 접목된 송대 유학의 다양한 주제들로 보다 깊이 있

는 논문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송대유학개념의 현대적 재해석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