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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과 전망’ 가

운데 한국 실학과 한국 근대유학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다. 먼저 2018년도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 실학과 한국 근대유학 관련 

논문의 목록을 수집하여, 인물별, 학파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중 주

요한 논문 몇 편에 대한 설명과 비평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

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논문 색인은 한국교육학술정보(RISS)를 활용했다. 제목, 주제어 항

목에 ‘실학(자)’, 근대 유학(자), 학파 등을 표제어, 주제어로 검색하였

다. 실학자 가운데 연구 비중이 높은 정약용의 경우, ‘다산’ 또는 ‘정약

용’ 검색에 해당하는 결과만 150여 편이 나온다. 실학과 근대유학 가운

데 주제 관련성이나 적거나 중복 항목, 유학과 무관한 연구를 추려내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후 실학과 근대유학 관련 연구성과를 인물별, 학파

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도표로 제시했다. 분류 도표 아래에는 눈에 띄

는 연구성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분석 및 비평’에서는 이전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논의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한 사례, 향후 연구 

흐름을 이끄는 연구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그 의의를 검토하였다. 이

후 2018년도 한국실학과 한국 근대유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토대

로 평가와 향후 전망을 간략히 덧붙였다.

2018년도 국내에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은 약 

91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5편으로 전체 약 96편을 검색·수집하였다. 

전체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을 크게 인물(학파)별, 

주제별로 나누었다. 인물(학파)별 분에서는 유형원, 성호학파, 북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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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최한기, 기타 순서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경학, 철학, 정

치 및 경제, 기타로 분류하였다. 2018년도 국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 근대유학 관련 논문은 약 28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3편으로 전체 

약 31편이 수집·검색되었다. 분류는 크게 학문별, 주제별로 나누었다. 

학문별 분류는 성리학, 양명학, 기타 순서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

는 철학, 유교개혁, 문명담론, 기타 순으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1) 유형원(柳馨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도혁
유교의 정치적 평등의 전개–유형원과 이
익을 중심으로–

次世代 人文社會硏

究 14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 개혁구상과 녹봉
제 실시론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관제개편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86 조선시대사학회

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敎選論과 貢擧制 구상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5 함영대 『반계수록』의 전승과 『잡동산이』 한국실학연구 35권 한국실학학회

6 함영대
『우서(迂書)』 토지제도의 현실성 연구–반
계수록·전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유형원의 실학사상은 사회제도개혁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유

형원과 이익을 중심으로 유교의 정치적 평등의식을 살펴보고 유교민

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 대동법을 통한 국가재정 개혁, 비변사

의 혁파와 의정부 기능 강화 등 관제개혁론, 학제개편과 공거제(貢擧制) 

시행, 유수원의 『우서』와 유형원의 『반계수록』의 전제 비교를 통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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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도 개혁안의 현실성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타 안정복의 『잡동

산이』에 수록된 『반계수록』을 통해 유형원의 개혁안이 전파·수용된 

양상을 지성사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2) 성호학파(星湖學派)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순남
신후담의 〈小學箚疑〉연구–분절체계를 
중심으로

韓 國 文 學 論 叢 

78
한국문학회

2 서근식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사칠신편(四七
新編)』에 나타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연구

율곡학연구 37 (사)율곡학회

3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
판적 검토

東洋哲學硏究 

96집
동양철학연구회

4 허윤진 성호 이익 시 비평 연구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5 김윤정
星湖 李瀷의 國恤 중 喪·祭禮 예론과 
실천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 구만옥
조선후기 서학(西學) 수용과 배척의 논
리–성호학파(星湖學派)의 서학관(西學
觀)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7 李姃玟
17∼18세기 학계의 소학 담론 검토–이
익(李瀷)의 소학질서(小學疾書) 편찬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8 정은진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의 『백가의(百
家衣)』 연구

한문교육연구 50 한국한문교육학회

9 이명제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 성호가문의 
서학관 고찰–『벽이연원록(闢異淵源錄)』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0 윤재환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시경』 이해
의 양상

東方漢文學 77 동방한문학회

11 김경남
조선시대 『소학』 주석사에서의 『소학질서』
의 위상

人文硏究 8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 金炳愛
河濱 愼後聃의 『주역』 해석–『周易象辭
新編』의 효변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

구 73
한국유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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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시한 성호학파 연구는 퇴계의 사단칠정론을 변증·정리

한 『사칠신편』 연구와 주희의 경문과 주석을 새롭게 해석한 『소학질

서』 그리고 신후담의 『소학차의』 연구, 의리를 바탕으로 한 고례 인식

과 국휼(國恤) 중 사가(私家)의 상·제례 시행, 명의 고문사파 영향 속에

서도 조선 시에 주목한 비평 등 이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성호학파의 서학관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인인 이삼환의 

아동교육론과 윤동규의 『시경』 이해,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에 나타

난 『주역』 이해를 다룬 연구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3) 북학파(北學派)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劉婧 洪大容所編 《乾凈衕筆譚》 異本研究 열상고전연구 66
열상고전연구

회

2 인현정 홍대용의 『소학』이해 한국학연구 51
인 하 대 학 교 

한국학연구소

3 남호현
『熱河日記』 黃敎 관련 서술을 통해 본 박
지원의 淸朝 인식

한국학연구 65
고려대 한국학

연구소

4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철학사상에 나타난 장자 
제물론의 사유방식

동서철학연구 87
한국동서철학

회

5 이현정
湛軒 洪大容의 樂論에 관한 小考–『湛軒
書』 를 중심으로–

한국음악문화연구 12
한국음악문화

학회

6 이인화
18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과 중국의 
국제인식–홍대용의 「연기」와 「항전척독」
을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7 주광순
동서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본 홍대용과 
신채호

코기토 86
부 산 대 학 교 

인문학연구소

8 姜春華
性理學與脫性理學關於認識主體與客體
問題上的差異–以朱熹與洪大容比較爲
中心

중국학 64 대한중국학회

9 한상일 북학파 癖·癡추구의 사상적 배경 동양예술 40
한국동양예술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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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해석 방법론 연구(Ⅰ)–초
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

원

11 강진선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
서와 그 의미–‘용(勇)’의 주목 양상을 중
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

학회

12 한윤숙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예술의 조선풍
(朝鮮風)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硏究 93
동양철학연구

회

13 이은지
박제가의 사족문제 인식–유식자(遊食者)
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9
한국사상사학

회

14 인현정
홍대용의 정치철학과 물학(物學)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북학파 관련 연구는 홍대용 7건, 박지원 2건, 박제가 3건, 이덕무 1

건, 북학파 일반 1건으로 홍대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먼저 홍대용은 

『건정동필담(乾淨衕筆譚)』에 대한 서지학적 탐구, 수양과 실천의 병행·

육예 공부를 강조한 『소학문의(小學問疑)』 연구, 「주해수용(籌解需用)」

에 보이는 악론 고찰. 대청 인식과 소중화주의 비판, 상호문화철학적 

관점에서 홍대용과 신채호 비교, 인식 주체와 객체에 대한 홍대용과 주

희의 관점 비교 그리고 정치철학과 물학의 관계를 고찰한 박사논문 등

이 발표되었다. 박지원에 관한 연구는 티베트 불교를 숭배한 청나라 지

배층의 이적성 비판, 명분론적 차별의식 비판의 장자 제물론적 사유방

식이 있었다. 박제가에 대해서는 『주역』 주석을 근기 남인과 비교, 예술

론의 조선풍과 북학론적 특징, 과거제도 개선안과 유식자의 상(商) 직

분 권면 등이 연구되었다. 이덕무는 ‘용(勇)’에 주목한 『중용』 이해가 있

다. 북학파 일반에 관한 연구로는 성리학의 완물상지 대신 기예와 완물

을 통해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격물론 탐구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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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약용(丁若鏞)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일균 다산 정약용의 ‘천天' 개념에 대한 재고찰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2 백민정
정약용의 사족(士族) 인식과 그 의미–다산 
경세서(經世書)에 나타난 사족(士族)의 지
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 

8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3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공자 십익(十翼)에 관한 신
해석

泰東古典硏究 

41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4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맹자학과 혈기론 民族文化 52 한국고전번역원

5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후생론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6 송기중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지방 
軍政論

역사와실학 67 역사실학회

7 李向俊
서(恕), 황금률을 만나다–정약용(丁若鏞)
의 경우–

유교사상문화연

구 72
한국유교학회

8 엄연석
정약용의 소옹과 주희 『주역周易』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의 「주자
본의발미」와 「소자선천론」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9 이숙희 정약용의 영성–천관의 두 측면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10 임부연 정약용이 발견한 ‘천명天命’과 ‘교제交際’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11 전성건
儒教共同體與公議的公論性 ―以茶山(丁
若鏞)二律背反的儒教共同體論爲中心

儒敎文化硏究(中

文版) 3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2 김문용 정약용의 국가론의 논리와 성격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13 김호
조선후기 흠휼(欽恤)의 두 가지 모색–윤
기와 정약용의 속전론(贖錢論)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14 李永慶
맹자의 ‘孺子入井–惻隱之心’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윤리적 입장–退溪, 栗谷, 茶
山, 惠岡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

구 73
한국유교학회

15 김윤경
하곡학(霞谷學)과 다산학(茶山學)의 사상
적 연계 고찰을 위한 시론(試論)–사덕(四
德)·사단론(四端論)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93
동양철학연구회

16 이봉규 『목민심서』에 빈영된 에제와 살학의 공공성 다산과현대 11
연세대학교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17 이기봉
다산 정약용의 형률론–『흠흠신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學林 41 연세사학연구회

18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감정론(情) 연구 철학논집 54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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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9 이기원
정약용의 심법론–이예제심(以禮制心)을 
둘러싼 소라이학파와의 충돌–

人文科學 71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 고명문
정약용의 성 기호설의 한계와 그 이후–신
체화 된 성 기호–

哲學論叢 91 새한철학회

21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周
易)』해석 방법론 비교

孔子學 36 한국공자학회

22 이난숙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철학탐구 52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3 김동진
정약용의 주희 서법筮法 개량과 그 의의–
음양노소 불균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24 金聖才
정약용 『상서고훈』의 구성 체재와 案說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4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5 장승구 정약용의 윤리교육론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26 방인
정약용의 역학관 형성에 미친 모기령의 영
향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27 김호
조선후기 흠휼(欽恤)의 두 가지 모색–윤
기와 정약용의 속전론(贖錢論)을 중심으
로–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28
ZHANG 

YUE
다산역학에서 象數와 義理의 통합적 경향

유교사상문화연

구 74
한국유교학회

29 정호훈
『목민심서』군현(郡縣)으로부터의 정치개혁 
구상

다산과현대 11
연세대학교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30
미번,
르엉

레뀌돈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연구 : 
『尙書』 해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31 장열 茶山 『周易』解釋의 思想的 特徵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국 실학 인물 가운데 정약용을 다룬 연구는 압도적이다. 주제어 

검색으로 학술논문만 150여 편 가량 나온다. 그중 관련성이 높은 것만 

추린 위의 목록만 보아도 한국 실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경전해석학적 탐구가 계속되면서 박사논문도 발표되었다. 특

히 『주역』 해석에 관한 연구가 늘고, 경학적 성취와 경세론의 상관성을 

고찰하는 등 연구가 심화하는 추세다. 철학사상 분야는 성기호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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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심성론 연구가 많은 가운데 천관과 윤리론 그리고 다산학과 하

곡학이나 소라이학과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졌다. 경세론은 후생론에 

주목해 성리학과 실학의 차이를 특징짓는 연구와 국가론, 신분제론, 형

률론, 군현제 등 정치·사회제도개혁론이 다루어졌다.

5) 최한기(崔漢綺)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창욱
惠岡 崔漢綺의 氣論과 近·現代科學
의 相關關係 연구

汎韓哲學 90 범한철학회

2 최정묵 
혜강 최한기의 기학적 세계관과 인간
이해

儒學硏究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金淑卿
西歐 認識論의 系譜에서 바라 본 惠
岡 認識論의 位相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4 손승남
혜강 최한기의 『인정(人政)』에 관한 
교육해석학적 고찰

교육문화연구 

24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 이명수
최한기의 존재와 인식에 관한 패러다
임의 전환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6 이명수 최한기의 존재론적 관계성 성찰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7
Hee–

Whan Yun
Chuchik(推測) in Choi Han–gi(崔漢
綺)'s Ki-philosophy[氣哲學]

東洋古典硏究 71 동양고전학회

8 서욱수 최한기의 소통론과 활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

족문화연구소

9 백민정
주자학적 독법에서 본 최한기 철학의 
특징

大東文化硏究 

102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원

10 이창욱
惠岡 崔漢綺의 氣運化論的 世界觀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1 김경수
최한기 기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 민
주주의와 민본주의와의 관련성을 중
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자신의 학문을 기학으로 일컬으며 운화기를 핵심 개념으로 독창적

인 철학체계를 완성한 최한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운화론적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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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등 박사논문 발표에서 보듯이 꾸준하다. 의

리경세학을 특징으로 하는 최한기 이전의 실학이 대체로 성리학의 자

장 안에 있는 데 반해, 기학은 신기와 운화기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

연을 아우르는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목록에서처

럼 인식론과 존재론 등 철학사상에 관한 관심이 주축을 이루며 과학적 

성과나 소통이론으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6)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주희
조선후기 저술에 나타난 『지봉유설(芝峯
類說)』의 인용 양상과 특징

韓國思想史學 59 한국사상사학회

2 함영대 서계 박세당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
韓國漢文學硏究 

72
한국한문학회

3 김용흠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보이는 ‘경
세’ 지향 학문관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4 김선희
도(道), 학(學), 예(藝), 술(術)–조선 후기 
서학의 유입과 지적 변동에 관한 하나의 
시론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5 손혜리 成海應의 送序를 통해 본 경세의식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6 이헌창
실학(實學)의 개념과 학술사적·현재적 
의의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7 김덕진
실학자 李如樸의 數學 연구와 『理數源
流』편찬

南道文化硏究 34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8 윤사순 신실학의 의미와 구성 방향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9 구만옥 조선후기 과학사 연구에서 ‘실학’의 문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0 노관범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11 김성수
조선후기, 의학(醫學)과 실학(實學)의 관
계에 대한 재고(再考): 18세기 전반까지
를 중심으로

의료사회사연구 

2권1호
의료역사연구회

12 채석용 조선 실학의 두 기원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8권 4호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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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3 유지웅 여암 신경준 실학사상의 지향점 동서인문학 54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 임종태
과학사 학계는 왜 실학을 저평가해 왔는
가?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5 황인옥 朝鮮後期 『中庸』解釋의 獨創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6 노용필
안정복·이규경의 이마두 《천주실의》 인
용 양상 비교 검토

敎會史硏究 52
한국교회사

연구소

17 전상욱
농암 유수원의 진상제(進上制) 인식과 개
혁 구상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8 송웅섭
유수원(柳壽垣)의 관제개혁론(官制改革
論)에 대한 검토–권력구조 문제를 중심
으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9 김경래
농암 유수원의 관제(官制)개혁안과 대신
론(大臣論)–삼공(三公)·육경(六卿)의 
직제(職制) 개편과 역할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20 崔錫起 旅軒 張顯光의 『大學』 해석 연구 南冥學硏究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1 김대중
애민사상의 정신분석－성호(星湖) 이익
(李瀷)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2 하우봉  호남실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기타에서는 주요 인물과 학파 외의 실학자와 실학의 사상적 특징을 

시기별로 고찰하거나 지적 체계의 변환,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의미론과 

실학의 현대적 전망을 고찰한 연구 등을 분류에 포함했다. 이수광, 박

세당, 유수원, 장현광, 안정복, 이규경, 성해응, 신경준, 이여박 등이 연

구되었고, 경전 해석의 실학적 특성, 제도개혁론, 서학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학·과학·의학적 성취와 평가 등이 주제였다. 실학이 조선후

기 경세학적 학풍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명되었다는 역사의미론적 탐

색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근기실학과 구분하여 호남실학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나왔다. 실학의 의미를 캐묻고 지역별 실학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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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는 등 개별 실학자와 학파를 벗어나 실학 연구가 심화·확장하

였다.

3. 한국실학 주제별 분류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학 관련 논문이 13편, 철학 분야가 49편, 정치와 

경제 분야가 17편, 기타가 15편 등이다. 경세론 분야 연구가 실학 연구

의 뚜렷한 특징을 이루는 가운데, 경학과 철학 분야 연구가 증대하는 

추세다.

1) 경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재환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시경』 이해의 
양상

東方漢文學 77 동방한문학회

2 金炳愛
河濱 愼後聃의 『주역』 해석–『周易象辭新編』
의 효변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

구 73
한국유교학회

3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해석 방법론 연구(Ⅰ)–초정
(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
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4 강진선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와 
그 의미–‘용(勇)’의 주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5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공자 십익(十翼)에 관한 신해
석

泰東古典硏究 

41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6 엄연석
정약용의 소옹과 주희 『주역周易』 수리설 비
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의 「주자본의
발미」와 「소자선천론」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7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周易)』
해석 방법론 비교

孔子學 36 한국공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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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8 金聖才
정약용 『상서고훈』의 구성 체재와 案說에 대
한 고찰

한국학연구 48
인하대학교 한국

학연구소

9 장열 茶山 『周易』解釋의 思想的 特徵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0 함영대 서계 박세당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

韓國漢文學硏

究 

72

한국한문학회

11 김용흠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보이는 ‘경세’ 
지향 학문관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12 崔錫起 旅軒 張顯光의 『大學』 해석 연구 南冥學硏究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3 황인옥 朝鮮後期 『中庸』 解釋의 獨創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학을 다룬 연구는 역학 분야가 6편, 시경 1편, 서경 1편, 중용 2편, 

맹자 1편, 대학 2편이다. 정약용의 역학 관련 연구는 박사논문을 포함

하여 4편으로 가장 많고, 이덕무의 중용 독서기 외에 조선후기 『중용』 

해석의 독창성을 다룬 박사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박세당의 

『사변록』과 장현광의 『대학』 그리고 성호 문인 윤동규의 『시경』 해석이 

발표되었다.

2) 철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순남
신후담의 〈小學箚疑〉연구–분절체계를 중
심으로

韓國文學論叢 

78
한국문학회

2 李姃玟
17∼18세기 학계의 소학 담론 검토–이익
(李瀷)의 소학질서(小學疾書) 편찬과 그 의
미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3 서근식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사칠신편(四七新
編)』에 나타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연구

율곡학연구

37
(사)율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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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
적 검토

東洋哲學硏究 

96집
동양철학연구회

5 김윤정 星湖 李瀷의 國恤 중 喪·祭禮 예론과 실천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6 구만옥
조선후기 서학(西學) 수용과 배척의 논리–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서학관(西學觀)을 중
심으로–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

소

7 김대중
애민사상의 정신분석–성호(星湖) 이익(李
瀷)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8 이명제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 성호가문의 서
학관 고찰–『벽이연원록(闢異淵源錄)』에 대
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

소

9 김경남
조선시대 『소학』 주석사에서의 『소학질서』의 
위상

人文硏究 8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 인현정 홍대용의 『소학』이해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 남호현
『熱河日記』 黃敎 관련 서술을 통해 본 박지
원의 淸朝 인식

한국학연구 6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2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철학사상에 나타난 장자 제
물론의 사유방식

동서철학연구 

87
한국동서철학회

13 이인화
18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과 중국의 국
제인식–홍대용의 「연기」와 「항전척독」을 중
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14 주광순
동서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본 홍대용과 신
채호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5 姜春華
性理學與脫性理學關於認識主體與客體問
題上的差異–以朱熹與洪大容比較爲中心

중국학 64 대한중국학회

16 한상일 북학파 癖·癡추구의 사상적 배경 동양예술 40 한국동양예술학회

17 인현정
홍대용의 정치철학과 물학(物學)의 관계 연
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8 정일균 다산 정약용의 ‘천天' 개념에 대한 재고찰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19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맹자학과 혈기론 民族文化 52 한국고전번역원

20 李向俊
서(恕), 황금률을 만나다–정약용(丁若鏞)의 
경우–

유교사상문화연

구 72
한국유교학회

21 이숙희 정약용의 영성–천관의 두 측면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22 임부연 정약용이 발견한 ‘천명天命’과 ‘교제交際’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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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3 전성건
儒教共同體與公議的公論性–以茶山(丁若
鏞)二律背反的儒教共同體論爲中心

儒敎文化硏究

(中文版) 3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4 李永慶
맹자의 ‘孺子入井–惻隱之心’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윤리적 입장–退溪, 栗谷, 茶山, 
惠岡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

구 73
한국유교학회

25 김윤경
하곡학(霞谷學)과 다산학(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시론(試論)–사덕(四德)·
사단론(四端論)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93
동양철학연구회

26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감정론(情) 연구 철학논집 54
서강대학교 철학

연구소

27 이기원
정약용의 심법론–이예제심(以禮制心)을 둘
러싼 소라이학파와의 충돌–

人文科學 71
성균관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28 고명문
정약용의 성 기호설의 한계와 그 이후–신
체화 된 성 기호–

哲學論叢 91 새한철학회

29 이난숙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철학탐구 52
중앙대학교 중앙

철학연구소

30 김동진
정약용의 주희 서법筮法 개량과 그 의의 ― 
음양노소 불균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31 방인
정약용의 역학관 형성에 미친 모기령의 영
향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32
ZHANG 

YUE
다산역학에서 象數와 義理의 통합적 경향

유교사상문화연

구 74
한국유교학회

33
미번, 
르엉

레뀌돈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연구 : 
『尙書』 해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

원

34 이명수
최한기의 존재와 인식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35 이명수 최한기의 존재론적 관계성 성찰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36

Hee-
Whan 
Yun

Chuchik(推測) in Choi Han-gi(崔漢綺)'s 
Ki-philosophy[氣哲學]

東洋古典硏究 

71
동양고전학회

37 서욱수 최한기의 소통론과 활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38 백민정 주자학적 독법에서 본 최한기 철학의 특징
大東文化硏究 

102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39 이창욱 惠岡 崔漢綺의 氣運化論的 世界觀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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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0 김경수
최한기 기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 민주주의
와 민본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

원

41 최정묵 혜강 최한기의 기학적 세계관과 인간이해 儒學硏究 43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42 金淑卿
西歐 認識論의 系譜에서 바라 본 惠岡 認
識論의 位相

유교사상문화연

구 72
한국유교학회

43 노관범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44 채석용 조선 실학의 두 기원

예술인문사회융

합멀티미디어논

문지 8권 4호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학회

45 유지웅 여암 신경준 실학사상의 지향점 동서인문학 54
계명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46 윤사순 신실학의 의미와 구성 방향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47 김선희
도(道), 학(學), 예(藝), 술(術)–조선 후기 서
학의 유입과 지적 변동에 관한 하나의 시론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48 손혜리 成海應의 送序를 통해 본 경세의식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49 이헌창
실학(實學)의 개념과 학술사적·현재적 의
의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철학 분야 논문은 총 49편이다. 정약용과 최한기를 주제로 한 연구

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산의 철학사상 관련 논문은 16

편이며, 천관, 심성론, 서법을 다룬 논문 외에 하곡학과 소라이학 그리

고 베트남 학자 레뀌돈과 비교 논문이 있다. 최한기는 9편인데 주자학

의 관점에서 최한기 철학의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 눈에 띈다. 인식론, 

존재론, 정치철학, 세계관 등을 주제로 한 연구 가운데 박사논문도 2편 

발표되었다. 그밖에 성호학파의 사단칠정론 변증과 조선후기 『소학』 

해석, 서학 유입과 지적 변동 연구가 있고,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의미론

과 학술사적 의의를 탐색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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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경제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도혁
유교의 정치적 평등의 전개–유형원과 이익
을 중심으로–

次世代 人文

社會硏究 14

동서대학교 일본연

구센터

2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 개혁구상과 녹봉제 
실시론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관제개편 구상
朝鮮時代史學

報 86
조선시대사학회

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敎選論과 貢擧制 구상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5 함영대
『우서(迂書)』 토지제도의 현실성 연구–반계
수록·전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6 이은지
박제가의 사족문제 인식－유식자(遊食者)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9
한국사상사학회

7 백민정
정약용의 사족(士族) 인식과 그 의미–다산 
경세서(經世書)에 나타난 사족(士族)의 지위
와 역할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 

8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8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후생론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9 송기중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지방 
軍政論

역사와실학 67 역사실학회

10 김문용 정약용의 국가론의 논리와 성격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11 김호
조선후기 흠휼(欽恤)의 두 가지 모색–윤기
와 정약용의 속전론(贖錢論)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12 이봉규 『목민심서』에 빈영된 예제와 실학의 공공성
다산과현대

11

연세대학교 강진다

산실학연구원

13 이기봉
다산 정약용의 형률론－『흠흠신서』 판례 분
석을 중심으로－

學林 41 연세사학연구회

14 정호훈
『목민심서』군현(郡縣)으로부터의 정치개혁 
구상

다산과현대 

11

연세대학교 강진다

산실학연구원

15 전상욱
농암 유수원의 진상제(進上制) 인식과 개혁 
구상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6 송웅섭
유수원(柳壽垣)의 관제개혁론(官制改革論)
에 대한 검토–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7 김경래
농암 유수원의 관제(官制)개혁안과 대신론
(大臣論)–삼공(三公)·육경(六卿)의 직제
(職制) 개편과 역할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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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 등을 다룬 논문은 17편이다. 철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약용이 8편으로 절반 가량된다. 그 외 유형원 5편, 유수원 3편, 박제

가가 1편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흠흠신서』를 중심으로 국가론, 

예제론, 형률론이 논의되었고, 유형원은 관제, 전제, 조세 제도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고, 유수원도 세제와 관제를 고찰한 논문이 있다. 실학

자의 경세론을 비교한 연구로는 유형원과 이익의 정치적 평등론, 윤기

와 정약용의 속전론이 있으며, 박제가와 정약용의 사족 인식을 다룬 논

문도 발표되었다.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반계수록』의 전승과 『잡동산이』
한국실학연구

35권
한국실학학회

2 하우봉 호남실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3 정은진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의 『백가의(百家
衣)』 연구

한문교육연구 50
한국한문교육학

회

4 劉婧 洪大容所編 《乾凈衕筆譚》 異本研究 열상고전연구 66 열상고전연구회

5 이현정
湛軒 洪大容의 樂論에 관한 小考–『湛軒書』 
를 중심으로–

한국음악문화연

구 12

한국음악문화학

회

6 한윤숙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예술의 조선풍(朝
鮮風)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硏究 

93
동양철학연구회

7 이창욱
惠岡 崔漢綺의 氣論과 近, 現代科學의 相關
關係 연구

汎韓哲學 90 범한철학회

8 손승남
혜강 최한기의 『인정(人政)』에 관한 교육해석
학적 고찰

교육문화연구 

24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

연구소

9 장승구 정약용의 윤리교육론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

회

10 최주희
조선후기 저술에 나타난 『지봉유설(芝峯類
說)』의 인용 양상과 특징

韓國思想史學 

59
한국사상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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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1 김덕진
실학자 李如樸의 數學 연구와 『理數源流』 편
찬

南道文化硏究 

34

순천대학교 남도

문화연구소

12 구만옥 조선후기 과학사 연구에서 ‘실학’의 문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3 김성수
조선후기, 의학(醫學)과 실학(實學)의 관계에 
대한 재고(再考): 18세기 전반까지를 중심으
로

의료사회사연구 

2권1호
의료역사연구회

14 임종태 과학사 학계는 왜 실학을 저평가해 왔는가?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5 노용필
안정복·이규경의 이마두 《천주실의》 인용 
양상 비교 검토

敎會史硏究 52
한국교회사연구

소

기타로 분류한 논문은 총 16편이다. 내용을 일별하면, 실학 관련 저

술의 서지학적·지성사적 고찰, 근기실학에 대비한 호남실학의 지역

적 특성 연구, 이삼환, 이여박 등 실학자 연구, 실학의 문학론, 예술론, 

교육론을 다룬 논문과 수학, 의학, 과학 분야 논의와 성과에 대한 학술

사적 의의를 분석하여 실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4. 한국 근대 유학

한국 근대 유학 분야 논문은 먼저 성리학 10편, 양명학 7편, 기타 11편

으로 분류하고, 주제별로는 철학 21편, 유교개혁론 3편, 문명담론 2편, 

기타 2편으로 분류했다. 조선후기 성리학의 연장에 있는 인물들은 대

체로 위정척사를 표방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을 펼쳤는데 한주학파의 

곽종석과 그 문인들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강화학파를 

위시한 양명학 계열의 현실 대응은 상대적으로 유교개혁 논의가 활발

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기타 논문에서 다뤄진 인물도 대개는 



204   제2부 한국유학

성리학 계열에 속한다. 다만 연구주제가 교육, 종교, 서구 문명 인식과 

관련한 것이어서 성리학에 포함하지 않았다.

1) 학문별 분류

⑴ 성리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병한
艮齋 田愚의 海上散筆에 대한 연구 간재의 
‘敬’字·‘誠’字 工夫論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1
동양한문학회

2 안유경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
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

회

3 심도희 공산 송준필의 성리사상과 사회적 실천 운동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

학연구원

4 김기주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의 학문 활동과 성
리학적 특징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

학연구원

5 김봉곤
호남유생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의 화서
학(華西學) 수용과 위정척사사상의 전개

원불교사상과 종

교문화 77

원광대학교 원불

교사상연구원

6 유지웅
한말 기호학계와 심설논쟁–기호학계의 상
황과 심설논쟁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

회

7 최영성
사상사(思想史)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
논쟁(心說論爭)–사칠논쟁(四七論爭)에서 심
설논쟁(心說論爭)까지–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

회

8 김현우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西學)–벽사록변(闢邪
錄辨)·아언(雅言) 양화(洋禍)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

회

9 안유경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
교 연구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10 김낙진 重齋 金榥의 心卽理說 옹호와 활동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

학연구원

11 김순현
19세기 嶺南 儒學者의 孟子 解釋 硏究–崔
象龍, 李震相, 郭鍾錫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성리학 분야는 이항로, 전우, 이진상, 송준필, 하겸진, 곽종성, 이종

기, 김황 등이 논의되었고,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과 전개를 집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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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가운데, 전우의 공부론, 송준필과 하겸진의 성리학 사상, 이종기

와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와 심설 논쟁 등이 연구되었다. 심설논쟁

은 사단칠정논쟁과 호락논쟁과 함께 조선 성리학 3대 논쟁으로 평가될 

만큼 그 사상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추세다. 심설논쟁의 핵심 쟁점은 심

을 리로 볼 것인가 기로 볼 것인가, 심과 명덕은 같은 개념인가 다른 개

념인가, 명덕은 리로 보아야 하나 기로 보아야 하나 등이다. 김순현의 

박사논문은 신라로부터 조선에 이르는 영남 지역 유학자들의 경학 관

련 저술을 토대로 영남경학의 성립가능성을 타진하고, 최상룡, 이진상, 

곽종석의 맹자 장구 석의와 해석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⑵ 양명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한정길
19세기 강화학파 학자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논리–이시원(李是遠)과 이건창(李建昌)을 중
심으로

大東文化硏究 

10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 한정길 蘭谷 李建芳의 양명학 이해와 현실 대응 논리 陽明學 51 한국양명학회

3 박태옥
위당 정인보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과 ‘실심’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87
한국동서철학회

4 김용구 白巖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내용과 특징 
분석

陽明學 50 한국양명학회

5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
친 영향–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
심으로–

儒學硏究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김민재
백암 박은식 사상의 양명학적 특징과 도덕교
육적 함의: 『왕양명선생실기(王陽明先生實
記)』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

원

7 임부연 박은식의 ‘종교’ 담론
종교와 문화 

3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8 이영철 원교 이광사의 학술사상과 예술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9 조은덕
生理와 感通에 관한 연구: 정제두와 정인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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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은 박은식이 논문이 4편으로 많은 가운데, 강화학파인 이시

원과 이건창, 이건방을 다룬 연구, 그리고 정인보 논문이 있다. 『왕양명

선생실기』를 통해 박은식의 양명학을 고찰한 논문이 2편이고, 이밖에 

종교 담론과 유교 개혁론에 나타난 양계초의 영향 등이 발표되었다. 강

화학파에 속한 인물들은 양명학에 대한 이해와 현실 대응이 논의되었

고, 정인보의 미의식과 실심 문제를 다룬 논문이 있다. 박사논문은 2편

인데, 하곡 정제두의 문인인 이광사의 학술사상과 예술을 다뤘다. 하곡

의 심학을 계승한 이광사는 이기심성일물론(理氣心性一物論)의 관점에

서 심즉성(心卽性)을 주장하였고, 시문과 서예에서 성속합일(聖俗合一)

의 미학을 추구하였음을 밝혔다. 다음 박사논문은 정제두의 생리(生

理)와 정인보의 감통(感通)을 주제로 한 것이다. 정제두는 생리설을 토

대로 스스로 시비를 자각하고 만물을 아끼는 실천행위를 통하여 천지

만물과의 감응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정인보는 ‘실심(實心)’과 

‘감통(感通)’ 개념을 제시하여, 실심실학을 바탕으로 한 지행합일의 개

념을 애국지향의 심혼(心魂)으로 승화시켰음을 논했다.

⑶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요후
김평묵(金平默)의 『벽사변증기의(闢邪辨證記
疑)』에 나타난 척사사상(斥邪思想)에 대(對)하
여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

구소

2 이연승 해창 송기식의 유교개혁론에 대한 소고
종교와 문화

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3 황지원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운동(孔敎
運動)과 금문경학(今文經學)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 임재규
이병헌(李炳憲)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
說) 비판–강유위(康有爲)의 『신학위경고(新
學僞經考)』의 영향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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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김호덕
이병헌(李炳憲)의 천 관념(天觀念) 연구–천학
(天學)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6 정병석 中山 朴章鉉의 自尊哲學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7 이행훈 省窩 李寅梓의 철학 지평과 실천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8 김현수 심산 김창숙의 유교 인식과 독립운동의 전개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9 이원석 만국공법의 두 가지 지평과 구한말 유학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 주광순
동서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본 홍대용과 신채
호: 근대화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코기토(Cogito)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
이동기
김정수

석주 이상룡의 교육혁신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

원

기타는 11편으로 김평묵, 송기식, 이병헌, 박장현, 이인재, 김창숙, 

신채호, 이상룡 등의 인물이 다뤄졌다. 이 중 한주학파의 문인들과 영

남 유현의 사상과 활동을 조명한 〈일제강점기 ‘낙중학’〉 학술회의의 성

과가 눈에 띈다. 김평묵은 화이의 이분법을 서양으로 확대하여 위정척

사와 내수외양을 주장했다. 단일 인물로는 이병헌이 3편인데, 공교운

동뿐만 아니라 금문경학에서 공자십익설에 대한 비평과 종교성을 가

미한 천 관념에 대한 논의가 있다. 박장현의 자존철학은 유가의 도학정

신을 복원하고 민족자존의식을 고취하는 학문체계를 다룬 것이다. 곽

종석의 문인인 이인재는 한주학을 계승하여 리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한편 서양문명의 기원인 고대희랍철학과 유학을 비교하여 유학의 우

수성과 보편성을 입증하는 데 힘썼다. 그밖에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만국공법 인식의 차이,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홍대용과 신채호를 비교

한 논문이 있고, 김창숙의 유교인식과 독립운동, 자강론에 기반한 이상

룡의 교육혁신론도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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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분류

⑴ 철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병한
艮齋 田愚의 海上散筆에 대한 연구 간재의 
‘敬’字·‘誠’字 工夫論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1
동양한문학회

2 안유경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
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3 심도희 공산 송준필의 성리사상과 사회적 실천 운동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 김기주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의 학문 활동과 성
리학적 특징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5 김봉곤
호남유생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의 화서
학(華西學) 수용과 위정척사사상의 전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7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6 유지웅
한말 기호학계와 심설논쟁–기호학계의 상
황과 심설논쟁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7 최영성
사상사(思想史)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
논쟁(心說論爭)–사칠논쟁(四七論爭)에서 심
설논쟁(心說論爭)까지–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8 김현우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西學) -벽사록변(闢邪
錄辨)·아언(雅言) 양화(洋禍)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9 송요후
김평묵(金平默)의 『벽사변증기의(闢邪辨證記
疑)』에 나타난 척사사상(斥邪思想)에 대(對)
하여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

연구소

10 안유경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
교 연구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1 김낙진 重齋 金榥의 心卽理說 옹호와 활동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2 정병석 中山 朴章鉉의 自尊哲學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3 이행훈 省窩 李寅梓의 철학 지평과 실천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4 한정길
19세기 강화학파 학자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논리–이시원(李是遠)과 이건창(李建昌)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10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5 한정길
蘭谷 李建芳의 양명학 이해와 현실 대응 논
리

陽明學 51 한국양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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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박태옥
위당 정인보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과 ‘실심’
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87
한국동서철학회

17 김용구
白巖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내용과 특
징 분석

陽明學 50 한국양명학회

18 김민재
백암 박은식 사상의 양명학적 특징과 도덕교
육적 함의 : 『왕양명선생실기(王陽明先生實
記)』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19 임부연 박은식의 ‘종교’ 담론 종교와 문화 3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 임재규
이병헌(李炳憲)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
之說) 비판 -강유위(康有爲)의 『신학위경고
(新學僞經考)』의 영향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4

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1 김호덕
이병헌(李炳憲)의 천 관념(天觀念) 연구–천
학(天學)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4

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2 김순현
19세기 嶺南 儒學者의 孟子 解釋 硏究–崔
象龍,李震相,郭鍾錫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3 이영철 원교 이광사의 학술사상과 예술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

학교

24 조은덕
生理와 感通에 관한 연구 : 정제두와 정인보
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주제별 분류에서 철학은 모두 20편이다. 19세기부터 일제강점까지 

성리학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학사연구회는 심설

논쟁을 특집으로 게재했고,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낙중학 연구

의 일환으로 한주 재전 제자와 영남 유현의 활동과 사상을 특집으로 기

획했다. 두 개의 기획 특집에 힙입어 성리학 관련 연구가 크게 늘고, 강

화학파와 박은식 등 양명학 관련 연구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철학 분야 

논문이 증가했다. 조선후기 성리학과 근대 유학의 연속성이 부각되면

서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이 증가한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편 문명개화나 신구학절충론을 펼친 유교 지식인 연구는 예년과 비

교하면 현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실학 분야에서 최근 지속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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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⑵ 유교개혁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승 해창 송기식의 유교개혁론에 대한 소고 종교와 문화 3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 황지원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운동(孔敎
運動)과 금문경학(今文經學)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
친 영향–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
심으로–

儒學硏究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교 종교화 운동은 물론이고 한국 근대 유교개혁론에 미친 캉유웨

이와 량치차오의 영향은 적지 않다. 송기식, 이병헌, 박은식을 다룬 세 

편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재학파인 송기식은 『유교유신론』

(1921)에서 유교의 종교성, 철학성, 과학성을 주장하면서 유교개혁으

로 대동세계의 도래를 기대했다. 이병헌은 금문경학 연구를 통해 공교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캉유웨이가 인도(人道)를 강조

한 것과 달리 신도(神道)를 공교의 핵심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유교를 

근대적 종교로 개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박은식도 량

치차오처럼 유교의 민중지향성, 구세정신, 근대 지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교를 근대국가 건설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

류의 협력과 자연과의 조화를 유교의 핵심 이념으로 강조했다는 점에

서 다르다.



제6장 한국 실학 및 근대 연구   211

⑶ 문명담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만국공법의 두 가지 지평과 구한말 유학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 주광순
동서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본 홍대용과 신
채호: 근대화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
으로

코기토(Cogito)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문명담론으로 분류한 2편은 모두 비교연구이다. 첫 번째 논문은 위

정척사파와 개화파 계열 지식인의 만국공법 이해를 비교했고 두 번째 

논문은 홍대용의 북학사상과 신채호의 민족주의 담론을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서세동점으로 중화질서가 해체된 후 국가 간의 관

계와 국제질서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국공법이 소개되었는데 개화파가 

만국공법이나 공법회통의 국가주의적 지평에 호의적이었던데 비해 위

정척사파는 자연법적인 요소를 부각하여 유가적 가치로 재해석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동서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볼 때 홍대용의 

서구 지식 수용은 전통적 가치체계의 부정을 초래할 수 있고 신채호의 

민족주의 담론은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데에 유용하지만 배타성을 지

닌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상호문화철학이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⑷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기
김정수

석주 이상룡의 교육혁신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

원

2 김현수 심산 김창숙의 유교 인식과 독립운동의 전개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12   제2부 한국유학

기타 2편의 논문은 구국계몽과 민족독립운동을 다룬 것이다. 이상

룡은 유교 지식인으로서 서양근대학문 수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

였다. 서구 열강의 약탈적 제국주의에 대해 존왕양이의 입장을 취했으

나 국망에 이르자 서간도로 망명하여 자강론적 교육 혁신을 토대로 한 

구국계몽운동을 진행했다. 김창숙은 한주학파와 교류하면서 유교의 

의리정신에 입각하여 일제를 비판하고 국권 회복과 독립운동을 벌였

다. 일제강점과 국권 상실로 인해 유교의 본질과 가치는 퇴색됐다. 망

국의 원인을 유교로 지목한 데에는 일제의 식민주의도 한몫했다. 민족

독립 운동에 앞장서고 현대 민주사회 건설의 초석이 된 한국 근대 유교

의 이론적 토대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5.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 한국 실학

먼저 한국 실학연구 전문학술지인 『한국실학연구』에 발표된 기획 주

제와 접근방식을 통해 실학연구 경향을 살펴보자. 제35호에는 안정

복과 이수광 관련 논문이 두드러진다. 박종천의 「조선시대 유서류 연

구방법론과 디지털 인문학-지식학적 접근과 지식지도 구상을 중심으

로-」, 박지현의 「『만물유취』 「추관문(秋官門)」과 순암 형법관의 기초」, 

김대중의 「안정복의 조선학인(朝鮮學人) 유문(遺文) 수습-잡동산이』 제

22책을 중심으로-」, 함영대의 「『반계수록』의 전승과 『잡동산이』」 등 

안정복의 『잡동산이』를 중심으로 서지학적 분석, 형법 그리고 조선시

대 유서류 연구방법론 등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정호훈의 「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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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芝峯) 이수광(李睟光)의 학문관과 정치론」, 김문수의 「지봉 이수광의 

베트남 이해」, 임영걸의 「이수광(李睟光)의 산문(散文) 비평(批評)에 대

한 일고(一考) ‐ 당송고문(唐宋古文)의 우열비평(優劣批評)을 중심으로-」 

등 이수광의 학문관과 정치론, 문학, 베트남 이해를 고찰한 논문 3편이 

게재되었다. 제36호에는 송웅섭의 「柳壽垣의 官制改革論에 대한 검토 -

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김경래의 「농암 유수원의 官制 개혁안과 

大臣論 ‐ 三公·六卿의 職制 개편과 역할론을 중심으로」, 전상욱의 「농

암 유수원의 進上制 인식과 개혁 구상」, 함영대의 「『迂書』토지제도의 

현실성 연구 ‐ 『반계수록·전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등 유수원의 

관제, 세제, 토지제도 등을 다룬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안정복, 이

수광, 유수원 등 비교적 연구가 많지 않은 실학자를 선정하여 학계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문학, 철학, 법학,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접근이 이

루어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류서류 편찬의 실학적 성격과 그 연구방

법론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식을 수집하고 고증과 변증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여 제

시하는 백과전서식 류서의 편찬은 실학의 전형적인 학문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연구 하나를 소개한다. 한상일의 「북학

파 癖·癡추구의 사상적 배경」은 실학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

로 주목할 만하다. 18세기 조선에는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서화의 

완상 및 수집, 원예와 분재, 산수유기, 독서, 다도의 유행 등 새로운 기풍

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벽(癖)·치(癡)’라고 할만한 이러한 기풍은 백과

전서식으로 지식을 재구성하여 다종의 류서를 편찬을 촉진한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의 중심에 있었던 북학파의 인물성

론과 천기론(天機論), 사민론과 신분차별론 그리고 성리학의 완물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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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玩物喪志論)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 흥기의 원인으로 제

시한 점은 북학파와 실학의 사상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 할만

하다. 그 결과 성리학의 이념 자장에서 완물상지로 여겨졌던 말기(末

技)나 잡기(雜技)들을 통해서도 도(道)에 이를 수 있다는 전향적 사유를 

발견하고, 완물(玩物)을 격물(格物)로, 그리고 지락(至樂)으로 격상시켰

음을 보였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화 현상을 이끈 북학파의 사

상을 탈주자학으로 의미 규정한 것이다. 실학사상에서 본원유학의 정

신을 복원하려는 시도나 이기론과 심성론에 치중한 성리학의 세계관

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를 탈주자학으로 규정짓고 

나면 양자의 상관성은 도외시할 우려가 있다. 어쨌든 자문화·자문학

의 전개와 양상과 자국의 역사에 관심을 돌린 실학의 특성은 철학뿐만 

아니라 이처럼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면 그 면모

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다수 연구 가운데 일련의 주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는 과학사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실학을 평가한 구만옥의 「조선후기 과

학사 연구에서 ‘실학’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자연학 분야

의 새로운 학문 경향에 나타난 주자학적 자연학과의 차이점을 정리했

다. 첫째, 자연학의 독자적 가치를 긍정하는 논의가 출현했다. 둘째, 자

연법칙으로서의 물리에 대한 탐구가 모색되었다. 천지만물이 공부의 

대상이 되면서 박학의 성격을 띄게 되었고, 최신 물리 지식을 담고 있

는 서학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셋째 연구방법론에서 측량과 실측

을 중시하게 되었다. 비록 실학의 과학적 성취가 서학에 비춰 미흡하고 

비과학적 양태를 상당 부분 지녔다 할지라도 ‘실사에서 진리를 탐구하

는 학문’을 지향했음은 분명하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는 정치·사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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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혁을 모색한 ‘비판담론’으로서의 학문적 성격과 함께 실학 개념

을 정립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다만 여전히 과학사가들로부

터 외면받는 실학의 비과학성 문제에 대해 사상사나 지성사의 관점에

서 어떠한 해답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실학’ 개념의 학술사적 의의를 논한 노관범과 이헌창의 논

문이다. 사실 실학 개념은 여말선초 불교를 허학으로 성리학은 실학으

로 부르거나, 조선시대 경학이나 과거지학을 실학으로 부르는 등 개념

이 지시하는 대상과 의미가 시대마다 일정하지 않다. 또한 조선후기 의

리경세학적 학풍을 일으킨 주인공들이 자신의 학문을 스스로 실학으

로 지칭한 사례가 많지 않은 까닭에 실학이란 용어의 적용 가능성을 부

정하는 주장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노관범의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

론」이 바로 그러한데 실학은 20세기 초까지 한국 지식 사회에 존재하

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학은 학문이 아니라 학풍일 뿐이며, 후대에 

사후적으로 구성된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제국기 실용성

을 강조하는 시대적 풍토에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지성사의 전통을 재

발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심과 실용을 접합

한 한국 최초의 실학은 박은식과 장지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

한다. 

실학은 보통명사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고유명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근대초기는 잠시 접어 두고 1970년대부터 조선후기 실학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

다. 발표된 연구만도 상당한데 실학 개념의 정립과 관련한 논의가 끊이

지 않는 상황을 보면 찬반양론의 대립이 팽팽한 듯하다. 어찌 보면 비

생산적일 수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자학, 양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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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학, 다산학처럼 개별 사상가를 학문으로 지칭하지 않고 다수의 인

물과 조선후기라는 매우 긴 시기를 포괄하는 데서 이미 예견된 문제는 

아닐까. 더욱이 실학의 현대적 해석과 계승을 주장하는 신실학 논의에 

이르면 ‘실학’은 현재 진행형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어 보인

다. 이렇게 보면 노관범의 논의는 학문과 학풍을 구분하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실학 개념의 학술사적 가치를 묻는 것과 연관된다.

이헌창의 「실학(實學)의 개념과 학술사적·현재적 의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류의 보편적 

도덕인 진리를 추구하는 실학과 역사적 용어로서의 실학 또는 근세 실

학을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근세 실학을 내세운 것은 유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자백가와 서양 학문을 수용한 개신유학으로 실학의 의미

를 재규정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보면 실학을 서구 근대 여명기 계몽

주의와 견줄만한 보편적인 학문으로 재음미할 수 있는 동시에 세계학

계에 내세울 만한 동아시아학으로서의 현재적 의의도 확보하게 된다

는 것이다. 최한기도 인류의 지식 축적과 학문의 발전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새로운 시대의 학문은 전통 유불도와 서양 학문마저 

통섭하는 일통의 학문 즉, 기학이라 이름했다. 그런데 근세 실학이 개

신유학이라면 본원 유학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해야 한

다. 필자는 실학의 사유양식은 실용주의라기보다 보편 도덕을 진리로

서 탐구하는 합리성이고, 근세 실학은 합리적 사유를 진전시켜 유용한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내용을 풍부히 하여 근대 학문에 접근했다고 한

다. 이런 논리라면 수기치인, 내성외왕의 유학 이념을 나누어 내적 도

덕 수양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수기와 내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합리성은 유학 정신과 어긋난다. 근세 실학이 개신‘유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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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2) 한국 근대 유학

한국 근대 유학에서 심설논쟁과 낙중학 연구는 19세기로부터 일제강

점기까지 전개된 성리학의 학술 가치를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를 계기로 심설논쟁이 사단칠정논쟁, 호락논쟁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3대 논쟁으로 자리매김할지 지켜볼 일이다. 심설논쟁

은 그 세부 논의로 명덕논쟁, 심시기와 심시리, 심무위와 심유위 문제 

등 성리학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철학적 토

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편 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낙

중학은 성리학의 지역학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여 영

남 유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일제강점기까지 성리학 연구를 확장했다

는 점에서 심설논쟁과 함께 한국 성리학 연구를 학술적 의의를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학논집』은 조선후기 심설논쟁을 다룬 최영성, 김현우, 유지

웅, 안유경의 논문을 게재했다. 최영성의 「사상사(思想史)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논쟁(心說論爭) ‐ 사칠논쟁(四七論爭)에서 심설논쟁(心

說論爭)까지‐ 」는 도론에 해당하는 글로서 조선 성리학 사상사의 흐름

에서 19세기 심설논쟁이 지닌 위상을 사단칠정논쟁, 호락논쟁과 함께 

‘조선성리학의 3대 논쟁’으로 규정하고 학술적 의의를 조명했다. 16세

기 중반에 시작된 사단칠정 논쟁과 18세기 초에 등장한 호락논쟁(湖洛

論爭)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심설논쟁은 18세기 중엽 이래 서양세

력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주리론(主理論)이 제기된 것이 발단이었다. 이 

논쟁의 와중에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통섭한다는 의미의 심통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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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統性情)의 개념으로부터, 심을 ‘리(理)’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심은 

기본적으로 ‘기(氣)’라는 주장이 나와 대립하였다. 또 심과 명덕(明德)

은 같은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의 문제, 명덕은 ‘리’로 보아야 하는가, 

‘기’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심설논쟁은 이론에 그치

지 않고 서세동점과 항일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향후 3대 논쟁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이뤄진다면 조선 성리학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다.

유지웅의 「한말 기호학계와 심설논쟁 ‐ 기호학계의 상황과 심설논

쟁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는 호락논쟁 이후 ‘리무위’, ‘심시기’를 기

반으로 하는 기호학계 내부에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면서 나타난 내

부적 갈등과 변증 과정을 다룬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심주리의 성리설

을 제시한 화서학파와 노사학파 그리고 리무위, 기유위, 성즉리, 심시기

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였던 간재, 연재, 의당학파가 

있었다. 이처럼 기호학계의 학문적 분화와 학파 분열의 과정에서 한말 

기호학계를 비롯한 이 시기 성리학계를 특징짓는 심설논쟁이 광범위

하게 펼쳐진다. 논쟁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도덕적 이상사회 건설의 궁

극적 목적은 같았다.

김현우의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西學) ‐ 벽사록변(闢邪錄辨)·아언

(雅言) 양화(洋禍)를 중심으로‐」는 이항로의 심설 형성에 미친 서학(西

學)의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이항로에게 서학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원인을 분석하는 도구였다. 그는 기독교에 주안을 두어 서학을 보았다. 

기독교를 인간보다는 신을 중시하는 종교로 인식하면서 인간의 도덕 

주체성을 중시하는 유학에 대한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과정에서 



제6장 한국 실학 및 근대 연구   219

心은 인간의 주체성을 담보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갔다.

안유경의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 ‐ 한주 이진상

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는 이진상과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정재 

유치명의 학문을 계승한 이종기와 한주의 논변은 심설논쟁의 발단을 

제공한 한주와 정재의 논변의 연장이므로 이를 통해 한주와 정재의 핵

심 쟁점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심을 ‘기의 정상’으로 본 주자 해석

에 대해, 한주는 ‘기의 정상’을 리로 볼 것을 주장하지만, 만구는 ‘기의 

정상’을 이기의 합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한주는 심을 리로 보려고 했

으나 만구는 심을 이기의 합으로 보려 한 것이다. 이들 논쟁은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을 장식한 한주와 정재의 논변을 이은 것으로서 퇴계

학파 내부에서 전개된 심설논쟁의 발단과 주된 논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하는 일

군의 성리학을 ‘낙중학’으로 표방하며 성리학의 지역학적 가능성을 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타진해왔다. 2018년에는 그 마지막 주제로 “일

제강점기의 ‘낙중학’ ‐ 한주학파 재전 제자들과 영남 유현들의 활동과 

사상’으로 특집을 기획하여 『한국학논집』에 총 8편의 논문을 실었다. 

앞의 목록에서 제외된 논문도 있기에 전편을 기록해 둔다. 게재순으로 

황지원의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운동(孔敎運動)과 금문경학

(今文經學)」, 이행훈의 「省窩 李寅梓의 철학 지평과 실천」, 김낙진의 「重

齋 金榥의 心卽理說 옹호와 활동」, 김기주의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

의 학문 활동과 성리학적 특징」, 김현수의 「심산 김창숙의 유교 인식과 

독립운동의 전개」, 임종진의 「한주학파의 성리학에 대한 심재 조긍섭

의 비판」, 심도희의 「공산 송준필의 성리사상과 사회적 실천 운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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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의 「中山 朴章鉉의 自尊哲學」이다.

황지원은 이병헌의 공교운동의 사상적 근거와 금문경학에 대한 이

해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 종교는 문명개화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

는 중요한 요소이자 구국의 방도로 인식되면서 유교개혁과 함께 유교

종교화운동이 왕성했다. 이병헌의 유교개혁론은 금문경학에 근거하

며, 그 기본 과제는 『역경』의 신명론(神明論), 『중용』의 배천론(配天論), 

『춘추·공양전』의 삼세설(三世說), 『예경』(예기)의 대동설(大同說)로 제

시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금문경학이란 공교사상의 이론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문경학 체계도 『주역』과 

『중용』을 가장 우선시했다. 또한, 공자의 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이

나 리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를 성리학의 심성론에 의존했는데 여

기서 한주학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행훈은 한주학을 계승한 이인재의 리와 심의 주재성을 검토하고 

한주 성리학을 계승하면서도 서양 신학문을 수용에 주저하지 않았던 

학문과 실천을 고찰했다. 이인재는 태극과 명덕의 의미를 고증하여, 리

의 주재성과 심 본체의 완전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제강점에 

따라 보국(保國), 보종(保種), 보교(保敎)를 시대적 과제로 자임한 이인재

는 서양 학문을 수용하여 유교 쇄신을 모색했다. 서양 문명의 원동력을 

고대희랍철학으로 인식한 것은 수시변동하는 기의 차원이 아니라 시

대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리를 추구한 철학 지평에서 기인한다. 전통 지

식체계를 통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한 이인재의 서양 학술·문화 이해

는 전파와 수용의 단선적 모형이 아니라 주체의 선택적 전유로 독해할 

때 그 의미가 올바로 전달될 것이다.

김낙진은 한주학단의 종지인 심즉리설을 옹호한 김황의 심설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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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했다. 그가 그린 「東儒心學略圖」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온 여

러 학파에 대한 한주학단의 평가가 반영된 심법 전수의 계통도이다. 주

리학으로 자칭한 영남의 한주 학문을 가장 높이, 주기로 이름한 기호의 

심학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 따라서 기호의 주기학을 대표한 전우가 이

진상과 곽종석을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주리학의 본질과 장점을 선양

하는 것이 그의 성리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아울러 일상세

계로부터 이탈한 20세기 유학의 몰락 양상도 조망했다.

김기주는 하겸진의 생애와 저술에서 성리학적 도통 수호를 국권 회

복으로 연결한 학문과 지향에 주안을 두었다. 이를 통해 주자로부터 이

황을 거쳐 이진상과 곽종석으로 이어지는 사문의 도통을 계승하는 것

이 일생의 과제였음을 밝혔다. 

김현수는 김창숙의 독립운동의 사상적 근거와 전개 양상을 고찰했

다. 한주학을 계승한 심산은 의리를 중시하여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

하는 것을 자신의 삶과 사회적 실천의 좌표로 삼았다. 독립운동은 외교

적 노력, 경제기반 확충과 군대 양성, 무력 및 의열투쟁으로 전개되었

다.

임종진은 조긍섭의 한주학파 비판을 살폈다. 조긍섭은 이른바 지리

적으로 한주학파와 가까웠으나 이른바 ‘퇴계학파의 적통’이라 일컫는 

김성일을 자신의 사상적 계보로 삼았다. 이진상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

의 성리설이 주희와 이황에 근거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한주학파의 

여러 인물과 논쟁한 까닭이 여기 있다. 이진상이 편찬한 『이학종요』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곽종석과 수차례 서신을 통해 리의 역할을 확대

하고 상대적으로 기를 배제하려는 입장을 비판했다.

심도희는 영남 도학자인 송준필의 학문과 실천에 주목했다. 장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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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김흥락의 학설을 계승한 송준필은 이진상의 학설에 대해서는 비판

하였다. 송준필의 학문은 퇴계학을 기반으로 한 이상정과 유치명의 영

향을 받았다. 송준필은 주리적(主理的) 관점에서 리기 관계를 인식하고, 

심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았다. 심합리기(心合理氣)의 관점에서 한주학

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을 비판하면서 심을 기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폐

해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송준필이 이진상과 철학적 관점을 달리

했지만, 그의 제자들과 현실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일제에 항거하여 성

주만세운동과 파리장서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병석은 유가의 도학(道學)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자존(民族自尊) 의

식을 고양에 애쓴 박장현의 자존철학을 고찰했다. 박장현은 유학의 개

혁하여 인의(仁義)와 도덕을 회복하는 한편, 민족사를 확립하여 강건한 

국민정신을 고취시켜 패배의식과 절망으로부터 국민을 구출하는 것을 

급선무라 생각했다. 박장현은 일제에 의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심노(心奴) 상태를 극복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유가

의 도학정신과 민족의식을 결합하여 자존의식을 고취하는 학문을 전

개했다.

6. 평가와 전망

1) 한국 실학

한국 실학연구에서 경학사적 접근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학 

분야는 텍스트의 서지학적 연구, 주석사적 영향과 의의, 경학사적으로 

주목받아온 용어나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를 다루는 연구가 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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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주목할 점은 첫째 사서에서 오경으로 특히 『주역』 해석 관련 

연구가 증가한 점이다. 정약용의 『주역』 해석을 필두로 북학파와 성호

학파의 해석 경향도 다루어졌다. 둘째는 실학자의 경전 해석이 그들

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론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는 점, 즉 경전 해석의 

수행성을 규명한 연구다. 박세당 『대학』 해석의 경세 지향적 특성처럼 

본래 지와 행을 통합하는 유학 정신의 복원은 실학의 이념과 맞닿는

다.

철학 분야에서는 성리학(자) 연구에서처럼 경전 해석학적 접근이나 

예제론 분석 등 다양한 접근이 기대된다. 이는 향후 성리학과 실학을 

비교 연구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성호학파의 사단칠정론 변증이

나 홍대용, 이익, 신후담의 『소학』 해석을 다룬 일련의 연구, 주자학적 

독법에서 본 최한기 등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반주자학ㆍ탈성리학보

다는 사상의 연속성 가운데 불연속성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실학의 철

학적 특성이 분명해질 수 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정약

용은 『목민심서』, 『흠흠신서』를 중심으로 국가론, 예제론, 형률론이 논

의되었고, 유형원은 관제, 전제, 조세 제도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고, 

유수원도 세제와 관제를 고찰한 논문이 있다. 실학자의 경세론을 비

교한 연구로는 유형원과 이익의 정치적 평등론, 윤기와 정약용의 속전

론이 있으며, 박제가와 정약용의 사족 인식을 다룬 논문도 발표되었다. 

한동안 실학 경세론 연구의 공통된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개별 

실학자의 저술과 사상을 사회제도개혁론과 연결하는 연구로 전환 추

세가 뚜렷하다. 사실 삼정의 문란과 임병양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의 안

정을 학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실학(자)의 경세론은 역사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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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치인에 힘쓴 유학의 모습이다. 그러나 실학의 근대성에 초점

을 맞춘 연구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조선후기 사상사의 일면만 

부각함으로써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예를 들면 조선

후기 심화된 심설논쟁 등 성리학 전개 양상을 외면하거나 실학을 반주

자학ㆍ탈성리학으로 규정하여 철학사를 구조화함으로써 조선후기 사

상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외에도 실학 관련 저술의 서지학

적ㆍ지성사적 고찰, 호남실학에 주목한 실학의 지역학적 가능성 타진, 

새로운 실학자의 발굴, 문학론, 예술론, 교육론 등 분야의 다양화, 수학, 

의학, 과학 등 성리학과 비교해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분야의 성과에 

대한 학술사적 평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실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였

다.

새로운 실학자의 발굴로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나 여

전히 정약용을 다룬 연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술의 번역이나 

기초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나 학술적 가치

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모자라 실학자를 학회 차원에서 기획연구

를 진행하면 여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연구를 촉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자별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는 것도 

연구 전망을 밝게 한다. 아쉬운 점은 학자간 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이다. 가령 윤기와 정약용의 속전론을 비교한 사례처럼 

국가론, 세제론, 토지제도론 등을 놓고 여러 실학자의 안을 상호 비교

한다면 시대별ㆍ학파별 주장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실학 연구가 심화될 

것이다. 나아가 실학과 성리학을 비교하는 연구도 부족한 데, 조선후기 

『중용』 해석을 다룬 박사논문처럼 경전 해석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가 향후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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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근대 유학

한국 근대 유학에서 성리학 분야는 심설논쟁과 영남 유학 연구가 더

해져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더불어 실학과 비교해보면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새로운 성리학자가 발굴ㆍ소개되

는 등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 또한 연구 심설논쟁과 낙중학 연구 기획

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단칠정론과 호락논쟁이 한말까지 지

속되는 가운데 18세기 중엽에 발생한 심설논쟁과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현에 대한 집중적인 조망이 조선성리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심설논쟁 연구가 보다 체계화되고 관련 문헌과 사상

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 사단칠정논쟁이나 호락논쟁의 핵심 쟁점과 

상호 비교하는 연구도 시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른바 낙중학은 현

재까지 영남유학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소개된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향

후 조선후기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기나 호남 지역의 유학자

들의 사상과 비교하면 각 지역의 성리학이 지닌 특성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두 기획 연구가 지속되어 한국 성리학의 깊이가 드러나고 중

국 성리학과 다른 학술사적 가치 또한 밝혀지길 기대한다. 양명학 분

야는 성리학에 비하면 연구성과가 많지 않은 편이다. 박은식을 다룬 

논문이 많은 가운데, 강화학파와 정인보 정도가 있다. 조선시대 사상

사의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런 결과이나 정제두를 제외하면 연구 외연

의 확대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시원, 이건방, 이건창에 관한 연구가 발

표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성리학과 양명학 분야는 물론이고 기타 분야의 연구를 보면, 자신

의 학문적 입장과 무관하게 국가적 위기에 대응한 유학의 이념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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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사상적 예속으로 폄훼ㆍ왜곡되었던 한

국 근대 유학의 진상이 밝혀지면 국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누명을 

벗고 한국 근대 유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리라 기대

해 본다. 철학 분야를 제외한 주제별 연구는 유교개혁론과 문명담론을 

다룬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는 가운데 유학자의 독립운동을 고찰한 연

구가 눈에 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독립 운동에 헌신한 유학

의 정신적 가치와 현대 민주사회를 굳건히 하는 데 바탕이 된 유교 문

화의 자원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유학의 현

대적 재해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