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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18년 한국유교 레포트』의 한 부분으로 2018년도 1년

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 중국 송대 유학인 중국 성리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

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과 각 대학의 박사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2018년에 발표된 송대유학 관

련 논문은 박사논문 6편, 일반 학술지 논문 39편으로 총 45편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여 북송시대 성리학

자인 소옹(강절, 1011~1077), 주돈이(염계, 1017~1073), 왕안석

(반산, 1021~1086), 정이(이천, 1033~1107)와 남송의 이동(연평, 

1093~1163), 호굉(오봉, 1105~1161), 주희(회암, 1130~1200), 장식(남

헌, 1133~1180), 여조겸(동래, 1137~1181), 육구연(상산, 1139~1192), 

진덕수(서산, 1178~1235)까지 총 11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

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별도로 추가 하였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 2)역학, 3)이기심성론, 4)수양론, 5)

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소개 하

였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

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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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인물별로 분류는 총 46편의 논문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북송시대 성리

학자인 소옹, 주돈이, 정이와 호굉, 왕안석 그리고 남송의 이동, 주희, 

육구현, 여조겸, 장식, 진덕수까지 총 11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소옹에 관한 논문은 일반 학술지 논문 3편과 박사학위 논문 1편으

로 총 4편이다. 주돈이는 일반 학술지 논문 3편이 있다. 왕안석은 1편, 

정이천은 3편이 호굉은 1편이 있으며 이동은 1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23편 박사학위논문 4편으로 총 27편이 

있다. 장식 1편, 육구현 2편, 여조겸 1편, 진덕수 1편이 있다. 인물분류

에 따른 논문은 총 46편다. 그 중 박사학위 논문은 총 6편이 있는데 별

도로 정리하였다.

1) 소옹(강절, 1011~107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희영

「邵康節 數學이 15-16세기 조선 音韻學에 끼
친 영향–『訓民正音』과 徐敬德의 『聲音解』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Shaoyong(邵
雍)'s mathematics on the Phonology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Centered on Hunminjeongum (『훈민정음』) and 
Seok Kyung Deok's shēngyīnjiě(徐敬德의 聲
音解)」

밈녹문화연구 

Vol.7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원

2 조희영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왕부지역학(王夫

之易學)의 비교분석 ― 괘(卦) 생성구조(生成
構造) 비교와 동이점(同異點) 모색을 중심으
로 = Comparison Analysis of Shao Yong'I–
ching and Wang Fuchih'I–ching –Focused 
on Structural Comparison of Produce of the 
Trigrams and Seeking of Same and Different 
Point

대동문화연구 

Vol.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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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정환희
소강절의 심성론과 수양론 연구  
= ShaoYong's theory of xinxing and cultivation

선도문화

Vol.24

국제뇌교육 

조합대학원 

국학연구원

4 황성남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Shaokangjie(邵康節) Xiangshuxue(象數學)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

교 

일반대학원

소강절에 관한 논문은 일반 학술지 논문 3편, 박사논문 1편, 총 4편

이다. 조희영의 「邵康節 數學이 15~16세기 조선 音韻學에 끼친 영향‐『訓

民正音』과 徐敬德의 『聲音解』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Vol.78, 과 「소

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왕부지역학(王夫之易學)의 비교분석‐괘(卦) 생

성구조(生成構造) 비교와 동이점(同異點) 모색을 중심으로」『大東文化硏

究』 Vol.103 의 2편이 있다. 그리고 정환희의 「소강절의 심성론과 수

양론 연구」 『선도문화』Vol.24가 있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는 황성남의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硏究」(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의 논문이 있다.

2) 주돈이(염계, 1017~107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정근
주렴계의 생태 사상 = Ecological Thoughts of 
Zhou Lian-xi

철학 Vol.137 한국철학회

2 주광호

주돈이의 ‘태극동정(太極動靜)'은 주희의 ‘天
命流行'인가? =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Quiescence of the Supreme 
Ultimate and the realization of Heaven's 
command

철학연구 

Vol.58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3 장경화
周濂溪手書石刻眞蹟 = On Zhou Dunyi's Cliff 
Stone Carving Handwriting

율곡학연구

Vol.36
율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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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돈이에 대한 논문은 3편이 있다. 신정근의 「주렴계의 생태 사상」

『哲學』Vol.137, 주광호의 「주돈이의 ‘태극동정(太極動靜)’은 주희의 ‘天命

流行’인가?」 『철학연구』Vol.58, 장경화의 「周濂溪手書石刻眞蹟」『율곡학

연구』Vol.36 등이 있다.

3) 왕안석(반산, 1021~1086)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인호
북송 왕안석과 남송 주희, 한국의 박대장과 
이세규 의원(장군)

선비문화 Vol.33 남명학연구원

왕안석의 논문은 권인호의 「북송 왕안석과 남송 주희, 한국의 박대

장과 이세규 의원(장군)」 『선비문화』Vol.33 논문이 1편 있다.

4) 정이(이천, 1033~110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상래
정이(程伊) 성인론(聖人論)의 특징에 관
한 고찰  = A study on distinctive view of 
Cheng I's the sage-theory

Vol.56
한국철학사

연구회

2 정종모
정이천의 권도(權道) 개념과 유학의 시대 적
응= Cheng Yichuan(程伊川)'s Concept of 
Quan(權)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유학연구, Vol.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황태현

북송 도학(道學)과 도통(道統)- 정이천과 
도학군체를 중심으로- = Dao Xue and 
Confucian Orthodoxy in the Northern 
Song Dynasty–With a focus on Cheng-

yi-chuan and the Dao Xue Colony–

유교사상문화연

구, 73집  
한국유교학회

정이천의 논문은 일반 학술지 논문 3편이 있다. 정종모의 「정이천

의 권도(權道) 개념과 유학의 시대 적응」 『儒學硏究』Vol.43, 황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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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도학(道學)과 도통(道統)‐정이천과 도학군체를 중심으로‐」 『유교

사상문화연구』No.73, 그리고 김상래의 「정이(程颐) 성인론(聖人論)의 

특징에 관한 고찰 」 『한국철학논집』 Vol.56 등이 있다.

5) 이동(연평, 1093~116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민재

연평(延平)이 제시한 정좌법의 도덕교육
적 활용 가능성과 방안 = Study on the 
Moral Educational Utilization and Plan for 
Jingzuo Method suggested by Yan Ping

철학논총, 

Vol.94
새한철학회

이동에 대한 논문은 김민재의 「연평(延平)이 제시한정좌법의 도덕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방안」 『哲學論叢』Vol.94, 논문이 1편이 있다.

6) 호굉(오봉, 1105~1161)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병환 
정경훈

호굉의 성론재론 공자학 34 한국공자학회

호굉에 대한 논문은 김병환, 정경훈의 공저인 「호굉(胡宏)의 성론재

론(性論再論)」 『孔子學』Vol.34 논문이 1편 있다.

7) 주희(회암,1130~1200)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방원
朱熹의 氣感應論 硏究 = A Study on the Chi 
Sympathy Theory of Chushi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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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윤석영
주희 도덕철학의'자연주의적 오류'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3 임병식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
희까지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4 최경훈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thologies of Jujadaejeon(朱子大全)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5 강경헌
한국 주자학 연구의 두 시선–철학자 주희 혹
은 유학자 주희- = Two Viewpoints on the 
study of Zhu-Xi in Korea

한국학연구, 

No.4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6 권인호
북송 왕안석과 남송 주희, 한국의 박대장과 
이세규 의원(장군) 

선비문화, 

Vol.33
남명학연구원

7 김범수

거경과 심미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주자대전』
의 인성함양론 = The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of 『Zhujadaejeon』 based on 
Co-operative Interaction of Geogyung and 
Aesthetic Activity

유학연구, 

ol.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김우형
주희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에 
나타난 만년 사상 연구- 연단술의 재해석과 
새로운 영생관의 모색- 

유학연구, 

Vol.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김재화
주희의 ‘格物致知' 개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Zhu-Xi(朱熹)'s Concept of 
Gewuzhizhi(格物致知)

동아문화,  

Vol.5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0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理一分殊'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Unitary and the Divided 
Principle” in Zhu Xi's Yi-ology

철학, Vol.134 한국철학회

11 김조영

仁義禮智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朱子, 茶
山, 戴震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仁, 義, 禮, 智 of Zhu Xi, 
Dasan, and Dai Zhen

한문고전연구, 

Vol.37
한국한문고전학회

12 김태완

朱熹 格物致知論의 사상사적 意義 = The 
Significance of Zhu-xi's Kyeokmool-chizi(格
物致知, ge-wu-zhi-zhi) in the intellectual 
history

동양철학연구, 

Vol.95
동양철학연구회

13 김한상
體用論과 朱熹 철학의 太極 개념에 대한 고
찰  = The Theory of Ti-Yong and Taiji in 
Zhu Xi's Philosophy

유교사상문화

연구, Vol.74
한국유교학회

14 박정숙
朱熹의 『詩經』론에 대한 許學夷의 비평 고찰  
= A study on Xu-Xueyi's criticism of Zhuxi's 
Shijing theory

세계문학비교

연구 NO.63
세계문학비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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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5 박준철

주희(朱熹)의 지행공부론(知行工夫論)에 관
한 소고(小考)–토대 공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u Hsi's Knowledge and 
Practice Learning Theory–Focusing on 
Foundation of Learning-

윤리연구, 

ol.123
한국국민윤리학회

16 박찬영
주자의 ‘居敬'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신
체론적 해석 = Zhuzi's JuJing from the 
perspective of Merleau-Ponty on the body

동양철학, 

No.50
한국동양철학회

17 방경훈

주희(朱熹)의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개
념과 자아전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rinciple concept and the Confucian Self-
expanding of Zhu Xi's I·IL-Bunsu

원 불 교 사 상

과 종교문화 

Vol.76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8 신상후

주희(朱熹) 철학에서 이순(耳順)의 형이상
학적 의미–『논어(論語)』 ‘지우학(志于學)'
장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 = The 
Metaphysical Meaning of Isoon(耳順) in Zhu 
Xi's Philosophy based on Zhu Xi's analysis 
on ‘Jiwoohak(志于學)' in Confucian Analects

대동철학, 

Vol.85
대동철학회

19 안재호
朱熹의 理는 本體인가?  = Is ZhuXi`s Li[理] 
the Benti[本體]?

유교사상문화

연구, Vol.71
한국유교학회

20 이연정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
공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

중국학논총, 

No.57

고려대학교 중국

학 연구소

21 이재훈

주희(朱熹) ≪시집전(詩集傳)≫ 〈정풍(鄭風)〉 
〈청인(淸人)〉·〈고구〉·〈준대로(遵大路)〉 신
구전(新舊傳)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notations of “Zhengfeng” 

“Qingren”, “Gaoqiu” and “Zundalu” in the 
Old and New Versions of Zhu Xi's Shi 
jizhuan

중국어문논총

Vol.86
중국어문연구회

22
이혜영
김원명

원효(元曉)의 일심이문(一心二門)과 주희(朱
熹)의 심통성정(心統性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Wonhyo's ‘One mind 
two aspects(一心二門)' and Zhu Xi's ‘The 
Theory that Mind Controls Human Nature 
and Emotion(心統性情)'

철학논총, 

Vol.93
새한철학회

23 임헌규
주자의 〈논어집주〉에서 仁개념 주석 = The 
Reinterpretation of Jen(仁)-concept in 
Confucian analects on Chu-Hsi (朱熹)

온지논총, 

No.54
온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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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4 정석도

주희의 기론(氣論)과 ‘기상(氣象)'의 미학–주
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으로–= Aesthetics 
of Zhu Xi's Theory of Qi(氣) and Qixiang(氣
象)–Focusing on the Zhuziyulei 朱子語類–

유학연구, 

Vol.42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25 최정준
주자의 괘변이론 연구–『본의』의 괘변설과 
『역학계몽』의 괘변도를 중심으로–

동방문화와 사

상, Vol.4

동방문화대학원대

학교 동양문화연

구소

26 홍성민

주자 철학에서 의(義) 개념의 다층적 함
의–처물위의(處物爲義)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The Multiple Meanings of 

“Righteousness” in Zhu Xi's Philosophy

유학연구, 

Vol.45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27 홍성민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 ― 맹자
(孟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朱熹)
의 해석을 중심으로 ― = The Interpretation 
of Mencius' Moral Internalism from the 
Viewpoint of Zhu Xi

동양철학연구, 

Vol.94
동양철학연구회

주희에 대한 논문은 총 27편으로 그 중 일반 논문 23편, 박사논문 4

편이 있다. 주희에 대한 논문은 송대 성리학 논문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 하여 경학, 역학, 이기론, 인식론, 비교, 기

타 등에 골고루 분포 되어있다. 주희에 대한 매우 다양한 주제의 새로

운 논문들이 게재되어 새로운 각도에서 주희를 조망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8) 장식(남헌, 1133~1180)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정
남헌 장식의 수양론연구-호상학과 주자학
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장남헌에 대한 논문은 이연정의 「남헌(南軒)장식(張栻)의 수양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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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f Nan xian(南軒) 

Zhangshi(張栻)'s cultivation - Focusing on the mutual influence of Huxiangxue 

and Zhuzixue」 『철학논집』Vol.58 논문이 1편 있다.

9) 여조겸(동래, 1137~1181)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정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
양공부

중국학논총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여조겸에 대한 논문은 이연정의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中國學論叢』No.57 논문이 1편있다.

10) 육구현(상산, 1139~1192)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재호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Ⅰ)–
이론 기반인 “심즉리(心卽理)”를 중심으
로 = A Shallow Analysis on the System of 
LuJiuYuan[陸九淵]'s Practical Learning[實學]

공자학, 

 Vol.36
한국공자학회

2 이연정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
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

중국학논총

No.57

고려대학교 중

국학연구소

육구현에 관한 논문은 안재호의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

석(淺析)(Ⅰ) ‐ 이론 기반인 “심즉리(心卽理)”를 중심으로 = A Shallow 

Analysis on the System of LuJiuYuan[陸九淵]'s Practical Learning[實學]」 『孔子學』 

Vol.36, 이연정의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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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 『中

國學論叢』No.57 등 2편의 논문이 있다.

11) 진덕수(서산, 1178~1235)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지훈
진덕수의 태극설로 본 남송후기 리학사상의 
경향

유교사상문화연

구 No.72
한국유교학회

진덕수의 논문은 박지훈의 「眞德秀의 “太極”설로 본 南宋後期 理學思

想의 경향 = A Study on a Tendency of the Latter Part of Southern Song Dynasty 

理學思想 Lixue Sixiang through」 『유교사상문화연구』 No.72,   가 1편 있다. 

12) 송대 유학 관련

번호 저자 논문 제목 발행기관

1 최경훈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thologies of Jujadaejeon(朱子大全)

경북대학교 대학원

2 서방원
朱熹의 氣感應論 硏究 = A Study on the Chi Sympathy 
Theory of Chushi

원광대학교 일반대

학원

3 임병식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희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4 윤석영 주희 도덕철학의'자연주의적 오류'문제에 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5 정환희 도남학파의 심성수양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6 황성남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Shaokangjie(邵康節) 

대구한의대학교 일

반대학원

2018년 송대 유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총 6편이다.

최경훈의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thologies 

of Jujadaejeon(朱子大全)」(경북대학교 대학원), 서방원의 「朱熹의 氣感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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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硏究 = A Study on the Chi Sympathy Theory of Chushi」(원광대학교 일반대

학원), 임병식의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희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윤석영의 「주희 도덕철학의 '자연주의적 오류'문

제에 관한 연구」(韓國學中央硏究院), 정환희의 「도남학파의 심성수양

론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황성남의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

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Shaokangjie(邵康節) 

Xiangshuxue(象數學)」(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등이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역학, 3)이기론, 4)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인물별 분류에 중복되지만 

그 외의 논문을 포함하면 51편이다. 많은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

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렵고 또

한 주제별로 중복 되는 부분도 많아서 한 가지 범주로 넣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의 논문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각 주재

별 분류 논문의 편수는 경학 6편, 역학 5편, 이기심성론 12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3편, 비교연구 4편, 기타 11편이다.

1) 경학[역학, 춘추, 사서]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정숙
朱熹의 『詩經』론에 대한 許學夷의 비평 고
찰 = A study on Xu-Xueyi's criticism of 
Zhuxi's Shijing theory

세계문학비교연구, 

No.63
세계문학비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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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신상후

주희(朱熹) 철학에서 이순(耳順)의 형이
상학적 의미–『논어(論語)』 ‘지우학(志于
學)'장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 
The Metaphysical Meaning of Isoon(耳
順) in Zhu Xi's Philosophy based on Zhu 
Xi's analysis on ‘Jiwoohak(志于學)' in 
Confucian Analects

대동철학, Vol.85 대동철학회

3 이재훈

주희(朱熹) ≪시집전(詩集傳)≫ 〈정풍
(鄭風)〉 〈청인(淸人)〉·〈고구〉·〈준대로
(遵大路)〉 신구전(新舊傳)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Annotations 
of “Zhengfeng” Qingren”, “Gaoqiu” and 

“Zundalu” in the Old and New Versions of 
Zhu Xi's Shi jizhuan

중국어문논총, 

Vol.86
중국어문연구회

4 임헌규
주자의 〈논어집주〉에서 仁개념 주석=The 
Reinterpretation of Jen(仁)–concept in 
Confucian analects on Chu-Hsi (朱熹)

온지논총 No.54 온지학회

5 홍성민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맹자
(孟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朱熹)
의 해석을 중심으로–=The Interpretation 
of Mencius' Moral Internalism from the 
Viewpoint of Zhu Xi

동양철학연구, 

Vol.94
동양철학연구회

경학을 보자면 『시경』과 『논어』 『맹자』등의 연구가 주로 주희의 해

석에 의해서 연구한 것을 알 수 있다.

2) 역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주희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
에 나타난 만년 사상 연구- 연단술의 재해
석과 새로운 영생관의 모색-

유학연구 Vol.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理一分殊'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Unitary and the Divided 
Principle” in Zhu Xi's Yi-ology

철학 No.134 한국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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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조희영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왕부지역학(王
夫之易學)의 비교분석 ― 괘(卦) 생성구조
(生成構造) 비교와 동이점(同異點) 모색을 
중심으로 = Comparison Analysis of Shao 
Yong'I-ching and Wang Fuchih'I-ching 
― Focused on Structural Comparison of 
Produce of the Trigrams and Seeking of 
Same and Different Point

대동문화연구, 

Vol.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최정준
주자의 괘변이론 연구–『본의』의 괘변설과 
『역학계몽』의 괘변도를 중심으로–

동방문화와 사상, 

Vol.4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동양문화

연구소

역학은 모두 5편으로 주희와 소강절 역학에 대한 연구이다. 주희 역

학에서 이일분수에 대한 연구와 또 소강절 역학과 왕부지의 역학을 비

교한 논문이 있다.

3) 이기심성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지훈 

「眞德秀의 “太極”설로 본 南宋後期 理學思
想의 경향 = A Study on a Tendency of 
the Latter Part of Southern Song Dynasty 
理學思想 Lixue Sixiang through」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2
한국유교학회

2 방경훈

주희(朱熹)의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개
념과 자아전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rinciple concept and the Confucian 
Self-expanding of Zhu Xi's I·IL-Bunsu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6

원광대학교 원불

교사상 연구원

3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理一分殊'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Unitary and the Divided 
Principle” in Zhu Xi's Yi-ology

철학 Vol.134 한국철학회

4
김병환
정경훈

胡宏의 性論 再論  = The reargument on 
Hu Hong's Xing Theory(性論)

공자학, No.34 한국공자학회

5
김진무
류화송

도생(道生)의 ‘리(理)'와 이학(理學)의 ‘이일
분수(理一分殊)' = Daosheng(道生)'s ‘Li' 
and Neo-Confucianism's ‘One Principle 
and Its Many Manifestations(理一分殊)'

동아시아불교문화 

Vol.33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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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金漢相
體用論과 朱熹 철학의 太極 개념에 대한 고
찰 = The Theory of Ti-Yong and Taiji in 
Zhu Xi's Philosophy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4
한국유교학회

7 서방원
朱熹의 氣感應論 硏究 = A Study on the 
Chi Sympathy Theory of Chushi

박사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8 안재호
朱熹의 理는 本體인가?–리 개념의 여러 
문제 정리–= Is ZhuXi's Li[理] the Benti[本
體]?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1
한국유교학회

9 정석도

주희의 기론(氣論)과 ‘기상(氣象)'의 미
학–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으로– = 
Aesthetics of Zhu Xi's Theory of Qi(氣) and 
Qixiang(氣象)–Focusing on the Zhuziyulei 
朱子語類–

유학연구 Vol.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주광호 

주돈이의 ‘태극동정(太極動靜)'은 주희의 ‘天
命流行'인가? =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Quiescence of the Supreme 
Ultimate and the realization of Heaven's 
command

철학연구 Vol.58 대한철학회

11 이승환

리일분수(理一分殊) 담론의 사회·현실
적 의미와 기능–성리학의 신분제 정당화 
문제를 중심으로 = Social Philosophical 
Analysis of li-yi-fen-shu(理一分殊)

철학연구 Vol.57 대한철학회

12
이혜영
김원명

원효(元曉)의 일심이문(一心二門)과 주희
(朱熹)의 심통성정(心統性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Wonhyo's ‘One 
mind two aspects(一心二門)' and Zhu Xi's 
‘The Theory that Mind Controls Human 
Nature and Emotion(心統性情)

철학논총 Vol.93 새한철학회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모두 12편이다. 이것은 주제별 분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리일분수에 대한 논문이 4편이며 태극에 

대한 논문도 3편이다. 그 외 이기 체용 성론에 관한 논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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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양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민재

연평(延平)이 제시한 정좌법의 도덕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방안 = Study on the Moral 
Educational Utilization and Plan for Jingzuo 
Method suggested by Yan Ping

철학논총 

Vol.94
새한철학회

2 김범수 

거경과 심미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주자대전』
의 인성함양론 = The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of 『Zhujadaejeon』 based on 
Co-operative Interaction of Geogyung and 
Aesthetic Activity

유학연구 

Vol.45

충남대학교 유교

문화연구소

3 김상래
정이(程頤) 성인론(聖人論)의 특징에 관한 고
찰  = A study on distinctive view of Cheng 
I's the sage-theory

한국철학논집, 

No.58
한국철학사연구회

4 문종하

신유학의 생생(生生)의 인(仁)에 관한 연
구 = A Study on Benevolence(仁, ren)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生生, 
shengsheng) of Neo-Confucianism

유학연구 

Vol.44

충남대학교 유교

문화연구소

5 박준철

주희(朱熹)의 지행공부론(知行工夫論)에 관
한 소고(小考)–토대 공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u Hsi's Knowledge and 
Practice Learning Theory–Focusing on 
Foundation of Learning-

윤리연구 

Vol.123
한국국민윤리학회

6 박찬영
주자의 ‘居敬'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신
체론적 해석  = Zhuzi's JuJing from the 
perspective of Merleau-Ponty on the body

동양철학 

No.50
한국동양철학회

7 이연정

남헌(南軒)장식(張栻)의 수양론 연구- 호
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f Nan xian(南軒) Zhangshi(張

栻)'s cultivation–Focusing on the mutual 
influence of Huxiangxue and Zhuzixue

한국철학논집 

No.58
한국철학사연구회

8 이연정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
공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

중국학논총 

Vol.57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9 정환희
소강절의 심성론과 수양론 연구 = ShaoYong's 
theory of xinxing and cultivation

선도문화, 

Vol.24

국제뇌교육종합대

학원 국학연구원 

10 정환희 도남학파의 심성수양론 연구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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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론은 10편이 있다. 도남학파의 심성수양론을 비롯하여 소강절, 

육구연, 여조겸, 장식, 정이, 주희, 이동까지 다양한 인물의 수양론에 관

한 연구가 있다. 특히 주자의 居敬에 대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메를로 퐁티의 신체론적 해석은 흥미로운 시도이다.

5) 인식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재화
주희의 ‘格物致知' 개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Zhu-Xi(朱熹)'s Concept of Gewuzhizhi(格
物致知)

동아문화 Vol.56
서울대학교 동아

문화연구소

2 김태완

朱熹 格物致知論의 사상사적 意義 = The 
Significance of Zhu-xi's Kyeokmool-chizi(格
物致知,ge-wu-zhi-zhi) in the intellectual 
history

동양철학연구 

Vol.95
동양철학연구회

3 홍성민

주자 철학에서 의(義) 개념의 다층적 함의–처
물위의(處物爲義)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The Multiple Meanings of “Righteousness” in 
Zhu Xi's Philosophy

유학연구 Vol.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비교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조영

仁義禮智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朱子, 茶
山, 戴震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仁, 義, 禮, 智 of Zhu Xi, 
Dasan, and Dai Zhen

한문고전연구 

Vol.37

한국한문

고전학회

2 조희영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왕부지역학(王夫
之易學)의 비교분석–괘(卦) 생성구조(生成
構造) 비교와 동이점(同異點) 모색을 중심으
로 = Comparison Analysis of Shao Yong'I-
ching and Wang Fuchih'I-ching ― Focused 
on Structural Comparison of Produce of the 
Trigrams and Seeking of Same and Different 
Point

대동문화연구, 

Vol.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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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이재훈

주희(朱熹) ≪시집전(詩集傳)≫ 〈정풍(鄭風)〉 
〈청인(淸人)〉·〈고구〉·〈준대로(遵大路)〉 신구
전(新舊傳)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notations of “Zhengfeng” Qingren”, 

“Gaoqiu” and “Zundalu” in the Old and New 
Versions of Zhu Xi's Shi jizhuan

중국어문논총 

Vol.86
중국어문연구회

4
이혜영
김원명

원효(元曉)의 일심이문(一心二門)과 주희
(朱熹)의 심통성정(心統性情)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Wonhyo's ‘One mind 
two aspects(一心二門)' and Zhu Xi's ‘The 
Theory that Mind Controls Human Nature 
and Emotion(心統性情)'

철학논총, 

Vol.93
새한철학회

비교논문은 4편이 있다. 소강절 역학과 왕부지 역학의 비교와 원효

의 일심이문과 주희의 심통성정등을 비교한 논문 등이 있다.

7)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경현
한국 주자학 연구의 두 시선–철학자 주희 혹
은 유학자 주희- = Two Viewpoints on the 
study of Zhu-Xi in Korea

한국학연구 

No.4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 권인호
북송 왕안석과 남송 주희, 한국의 박대장과 
이세규 의원(장군) 

선비문화 No.33 남명학연구원

3 신정근
주렴계의 생태 사상 = Ecological Thoughts 
of Zhou Lian-xi

철학, No.137 한국철학회

4 안재호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Ⅰ) 
― 이론 기반인 “심즉리(心卽理)”를 중심으
로 = A Shallow Analysis on the System of 
LuJiuYuan[陸九淵]'s Practical Learning[實
學]

공자학 Vol.36 한국공자학회

5 윤석영
주희 도덕철학의'자연주의적 오류'문제에 관
한 연구

박사논문
韓國學中央硏究

院

6 임병식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
희까지

박사논문 고려대학교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6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7 장경화
周濂溪手書石刻眞蹟  = On Zhou Dunyi's 
Cliff Stone Carving Handwriting

율곡학연구 

Vol.36
율곡학회

8 정종모
생명권 담론으로서 송명유학의 가능성: 
인권을 넘어 동물권으로 = Possibility of 
Confucianism as animal rights discourse

생명연구 Vol.48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9 정종모
정이천의 권도(權道) 개념과 유학의 시대 적
응 = Cheng Yichuan(程伊川)'s Concept of 
Quan(權)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유학연구 Vol.43
충남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0 황성남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硏
究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haokangjie(邵康節) Xiangshuxue(象數學)

박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

11 황태현

북송 도학(道學)과 도통(道統) = Dao Xue 
and Confucian Orthodoxy in the Northern 
Song Dynasty–With a focus on Cheng-yi-
chuan and the Dao Xue Colony–

유교사상문화연

구, Vol.73
한국유교학회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진덕수(眞德秀)의 “태극(太極)”설로 본 남송후기 이학사상의 경향」(박지훈) 

이 논문은 진덕수의 태극설로 본 남송후기의 이학사상의 경향에 관한 

것이다. 박지훈은 그의 논문에서 주희의 재전 제자인 진덕수에 대해

서 소개하고 있다. 진덕수는 남송말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태극’

은 ‘리(理)’, ‘도(道)의 개념과 더불어 성리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

이다. 특히 남송시대 학자인 주희에 이르러서 중요시된다. 진덕수는 

주희와 같이 ‘태극’을 ‘리’와 같은 존재로서 천지만물의 생성의 근거

인 동시에 천지만물 가운데에 내재된 존재로서 이해하였다. 또한 하

늘의 이치가 인간의 마음속에 구비되어 ‘성’이 되는데 ‘성’을 ‘태극’이

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덕수는 ‘태극’을 완전한 존재로서 천지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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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해서 말해도 ‘하나의 태극’이고 천지만물을 구분해서 말해도 각

각 ‘하나의 태극’으로 보았다. 진덕수는 소옹(邵雍)의 ‘심위태극’에 대

하여 그 마음을 ‘태극’이라 하여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 혹은 도덕적

기준이 보편적이며 절대적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마음 수양을 통해 

다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한 것이다. 진덕수는 이것을 통해 임금의 마음 즉 ‘태극’이 내재된 마

음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임금의 마음수양을 강조하여 『대학연

의』를 저술하였으며 『서경』「대우모」편의 열여섯 글자에 대해 주자의 

제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심학(心學)’의 개념을 사용하여 ‘만세 심학

의 연원’으로 규정하였다. 진덕수가 ‘태극’을 통하여 마음수양의 근거

를 제시하고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남송후기 

성리학의 특징이다.

「주희의 리(理)는 본체(本體인)가?–리 개념의 여러 문제 정리 -」(안재호)

이 논문은 주희의 리 개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안재호에 의하면 주희의 철학체계에서 리 개념은 본체론에서 뿐만 아

니라 심성론과 수양론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

런데 주희의 리 개념에는 또한 표면적으로 보기에 양립 불가능한 몇 

가지 주장들이 혼재한다. 안재호의 작업은 주희를 도와 보다 유의미

한, 나름의 가치를 지닌 정합적 철학체계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주희는 현실의 악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매진했고, 그가 선택한 해결의 방식은 분석적이요 인식적이었

다. 그래서 리를 형이상의 초월 본체로 상정하여 도덕실천을 위한 절

대불변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대로 따라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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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강조했다. 그는 주희의 학술목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이상

과 같은 이해의 맥락에서 그의 본체 개념 - 리를 분석했다. 주희가 말

하는 리는 ‘초월적 형식규정’이고, 그 발용은 ‘추상적 형식 작용’이다. 

그리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는 천지만물의 보편성만 보장할 수 있기 때

문에, 현상세계에서는 리가 기에 제한되어 각이한 개체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런 이론체계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정적으로 이해

할 때, 주희의 리는 본체로 인정할 수 있다.

「주자의 괘변이론 연구 - 『본의』의 괘변설과 『역학계몽』의 괘변도를  

중심으로 -」(최정준)

주자는 『본의』에서 卦變을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주역』』의 19괘에 대해 구체적인 괘변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주

자는 왕필에서 이천으로 이어지는 의리역 계열에서의 卦變에 관한 인

식에 비판적이었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괘변이론을 펼친 주진의 

괘변이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래서 독자적인 괘변이론을 구상

하였고, 그 결과 19괘에 관한 괘변이 론을 주장하였다. 주자의 괘변이

론은 의리적으로는 「단전」에 근거하고 상수적으로는 인접한 효들끼

리의 교환이였다. 이 두 가지 원칙가운데 상수적 원리인 인접한 효들

끼리의 변화라는 점을 『역학계몽』 괘변도와 연관해볼 때 상당한 의미

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자의 괘변이론의 의리적 근거는 『주역』의 「단

전」이라 할 수 있으며 상수학적으로 「역학계몽」의 괘변도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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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렴계의 생태 사상」(신정근) 

유교는 일찍이 지구 생태계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 위기와 생명의 대멸

종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교사상 중 ‘만물일체(萬物一體)’설은 인간 중심주의와 대척 지점에 

서있는 사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

져있기 때문에 한 생명체의 고통은 공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공감은 지구 생태계에 대해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sm)가 관

철하는 상황과 다른 대응과 책임을 요구한다. 주렴계의 ‘창전초부제’ 

고사는 만물일체를 구현하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할 만하다.

주렴계의 ‘창전초불제’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그럼에도 철학과 미

학의 역사에 던진 영향은 적지 않다. 정명도도 유사한 체험을 하며 주

석을 달았고 주희는 공자의 ‘무우귀영(舞雩歸詠)’과 주렴계의 ‘창전초

부제’를 독서의 즐거움을 결합시켰다. 왕양명은 아예 “창전초부제 고

사에 대한 최고의 주석을 달려고 노력했다. 창전초부제 고사는 사람이 

세계를 이해하는 조그만 창을 넘어 형이상학적 체험이자 시적 정취이

자 심미적 쾌감을 대변하는 큰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창전초부제 고사는 ‘연비어약(鳶飛魚躍)’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인간중

심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동류이자 동기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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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8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성리학 논문을 인

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주요논문을 소개하고 정리 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주돈이, 왕안석, 정이, 호

굉과 남송의 이동, 주희, 장식, 여조겸, 육구현, 진덕수까지 총 11명의 유

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 하였다. 인물별 논문은 총 46편이

다. 소옹에 관한 논문은 총 5편으로 일반 논문 4편, 박사학위 논문이 1

편 있다. 주돈이는 학술 논문이 3편이 있으며 왕안석 1편, 정이는 3편이 

있다. 이동에 관한 논문은 일반 논문 1편이 있으며 호굉도 1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23편 박사학위논문이 4편으

로 총 27편이 있다. 특히 주희의 논문은 다른 논문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식 1편, 여조겸 1편, 육구연 2편, 진덕수 1편

이 있다.

2017년에는 박사학위 논문 2편과 일반논문 64편으로 총 66편의 논

문이 게재 되었으며 특히 주희에 관한 논문만 총 44편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총 46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주희에 관한 논문도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해도 총 27편이다. 전년도에 비해서 논문이 현저하게 

급감하였음을 알 수있다. 다만 박사학위 논문은 증가하였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 경학, 2) 역학, 3) 이기심성론, 4) 수양론, 5) 

인식론, 6) 비교, 7)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매우 많은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렵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 되는 부분도 많아서 한 가지 범주로 넣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의 논문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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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편수는 인물별 분류에 중복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논문을 포함하

여 52편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6편, 역학 5편, 이기심성론 

12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3편, 비교 4편, 기타 11편이다. 

2017년에는 경학 10편, 이기론 3편, 심성론 8편, 윤리수양론 22편, 

인식론 2편, 비교 10편, 기타 11편으로 총 66편이다. 전년도를 비교하

면 주제별 분류에서도 논문의 편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에서는 박지훈, 안재호, 최정준 신정근

의 논문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학자들과 현대 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