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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내용은 2020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청

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해당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관 학회(연구소)의 논문(KCI)을 

중심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

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명·청대 

유학>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8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

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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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1) 왕양명 사상 관련 논문(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김준승
왕양명 치양지론 분석: 감정과 욕구와 경지 체
험의 관점에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이우진
왕양명의 용장오도 다시 읽기: 용장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임홍태 양명의 성범일체관(聖凡一體觀) 연구 (사)율곡학회 율곡학연구

4 이경룡
왕양명 48-49살 정좌공부에서 양지로 전환과 
학술 의의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5 박영희 王陽明의 수사법과 사유방식
한 국 중 국학

회
중국학보

전체 18편의 논문 중에서 감천학파 논문 2편과 명말 강학운동 논

문 1편 3편을 뺀 15편의 논문이 양명학(왕양명 사상, 양명후학, 양명학

과 조선유학 비교, 양명학과 교육, 양명학 연구사) 논문으로 전체 편수

의 83%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19년도 7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명·

청대 중국유학 논문 중 양명학(양명후학) 비중이 2015년도 9편, 2016

년도 12편, 2017년 21편, 2018년 17편, 2019년 18편이었다. 올해 편수

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명·청대 중국유학 연구는 

여전히 양명학 관련 연구가 중심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

왕양명 사상을 통상 심즉리, 지행합일, 치양지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양명 만년 사상이 온축된 정화는 역시 치양지 세 글자라

고 할 수 있다. 김준승은 발도로프 교육론에 관심을 두고 최근 수년간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감정, 욕구, 체험을 중심으로 한 본 논문 역시 



76   제1부 중국유학

김준승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승은 이렇게 말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왕양명 사상의 정수

인 치양지의 공부처를 심(心)에 두고 감정과 욕구, 그리고 경지[自慊과 

眞樂] 체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왕양명의 공부론은 양지의 

발현을 위해 도문학과 존덕성 그리고 존천리 거인욕을 공부법으로 강

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치양지에 대한 국내연구는 사욕을 제거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감정에 대

한 직접적 언급보다는 사욕 제거라는 항목에 함의되어 다루어진 경향

이 있다. 즉, 인간은 거인욕 할수록 치양지에 가까워지며, 결국 치양지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사욕이다. 필자는 치양지를 분석해가는 과정

에서 인간의 사욕의 제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간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와 감정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며, 치양지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가진다. 물론, 양지의 작용은 동시적이

며, 직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편의상 구분이며, 왕양명의 언급을 

통한 이러한 분석은 우리의 성장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기준해서 본다면, 왕양명의 공부론은 곧 감정과 

욕구를 포함한 마음[心] 공부에 기준해서 볼 수 있으며, 그의 치양지론 

역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체험과 실천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

생활에서의 인간은 양지를 품부했기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적 

존재이지만, 그 양지의 품부가 곧 치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

속적인 치양지를 위해선 본인의 체험이 스스로 만족하는 체험[自慊] 

혹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된 즐거운 체험[眞樂]이 필요하다.”

김준승의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

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존처리, 거인욕’ 공부야말로 양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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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본질임도 무시할 수 없다. 양명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김준

승의 경우와 유사한 지점에서 애매한 포즈를 취하곤 한다. 

용장오도는 양명이 37세에 깨달음을 얻는 사건으로 왕양명이 주

자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양명 심학으로 우뚝 서는 분기점으로 평가

되는 사건이다. 양명학의 성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

명은 용장오도 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증험하는 차원에서 오경을 풀어

본다. 그것이 『오경억설』이다. 후에 양명 생전에 소각되었고 극소수 몇 

가지 조목들이 전해진다. 이우진은 선행논문에서 『오경억설』을 분석

하면서 용장오도의 내용을 추적한 성과를 발표했었다. 본 논문은 『오

경억설』 분석에 더해 용강서원 강학 등의 자료를 보충하여 용장오도의 

내용을 추정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우진은 이렇게 말한다. “이 글은 ‘왕양명의 용장오도(龍場悟道)’

가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실존적 결단에 의해 촉구된 해답’이라 전제

하고, 용장오도 직후에 왕양명이 취한 일련의 사건들을 ‘성인으로 살겠

다는 그의 결단이 구현된 모습들’로 규정하였다. 과연 용장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양명학의 성인 즉 왕양명’은 어떻게 삶을 헤쳐나갔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용장오도 이후의 왕양명이 시행한 

주요활동은 ‘『오경억설』의 저술, 원주민과의 관계개선, 용강서원에서의 

교육활동’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오경억설』을 살펴보면, 왕

양명의 소해(疏解)는 이제까지의 유학 전통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자

적인 ‘심체(心體)와 심학(心學)에 입각한 소해 방식’이었다. 또한 『오경

억설』의 소해에는 심즉리와 지행합일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다음

으로, 원주민과의 관계 개선 부분을 살펴보았다. 왕양명은 ‘이상적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일’은 장소의 문제와 결코 결부되지 않는다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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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다. 특히 왕양명은 중원(中原)의 사람들이 화려한 문명을 지녔지

만 내외(內外)와 표리(表裏)가 부동(不同)하다는 점에서 비루하다고 여

겼다. 반면 소박한 문명을 지녔지만 내외와 표리가 일치하는 용장의 원

주민들은 비루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는 용장의 원주민들

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본성의 선함과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용강서원(龍岡書院)의 교육활동을 살펴보

았다. 왕양명은 교육기관의 목표가 ‘덕의 완성[成德]’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입지(立志), 근학(勤學), 개과(改過), 

책선(責善)이라는 네 가지 교육의 조목인 ‘교조시용장제생(教條示龍塲

諸生)’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 왕양명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선(善)으로 이끌어 주는 관계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는 왕양

명이 구상한 이상적 인간은 노불(老佛)이 말하는 자기 독존적인 선(善)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선(善)을 이루려는 존재

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우진의 설명은 양명학 전반을 염두에 둔 서

술이다. 용장오도의 계기와 내용에 집중한 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추후 용장오도의 본질과 성격에 집중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양명의 성인관 역시 많이 토론되는 주제이다. 송명이학 정신이 구

성지학(求聖之學), 성인이 되는 학문에 있다고 할 때 주자학도 성인지

학이요 양명학도 성인지학이다. 그렇다면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주자학의 성인지학과 양명학의 성인지학이 다른 점

을 부각할 것인데,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주자학과 양

명학 성인관 비교이다. 

임홍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명의 성인관 또한 이전 학자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양명은 단순히 이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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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성인관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그 자신의 학술전개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인관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의 성인관은 정치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격동

의 시대인 명대 중기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것으로, 당시 사

회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조가 문화와 학술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양명은 활발한 강학 활동

을 통하여 학문의 평등화, 학술 전파의 세속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인과 범인은 본디 한 몸’이므로 배움을 통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성인관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양명의 성

인관은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후학들의 강학 활동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어 나갔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성인관과 그 공부론을 종합적으로 잘 서술했다. 다만 본 내용은 기존

의 연구 성과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내용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지는 않는다.  

양명학과 노불의 관계는 상당히 지난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주자

학자들이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노불과 유사하다는 공격을 즐겨했다. 

사실 양명 자체에 친노불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유학 전공

자들은 양명학을 유학의 테두리 내에서 독해하려고 하면서 노불과의 

상관성을 가급적이면 두드러지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경룡은 

이런 입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노불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양명학의 논지를 독해하려고 한다. 

이경룡의 말이다. “왕양명(1472-1528)의 학술 인생은 48-49살에 

양지와 치양지를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양분할 수 있다. 특히 49살 8

월 통천암의 종일 토론은 학술과 교법에서 가장 획기적인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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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3살에 제시한 입지공부에서 천리와 인욕의 이심론과 존양성찰 

공부 및 본체의 지각을 설명하였다. 도교수양공부에서 불교의 심성론

과 수양공부를 수용하여 전환하였다. 48-49살에는 심체를 직접 깨닫

는 수양공부를 양지와 치양지를 주장하였다. 54살에 지행일체를 주장

하고 55살에는 양지의 기능에 관하여 지각과 검증 및 선택 셋을 분명

히 설명하여 종래의 양지 설명을 개선하였다. 왕양명은 30대에 허리 

아픈 질병과 폐병 때문에 도교의 양생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웠다. 

그는 당시 유행하였던 황정경과 ｢수진도(修眞圖)｣를 참고하여 도교 의

학의 양생 공부를 실행하여 질병을 어느 정도 고쳤다. 그는 35살 감옥

에서 소강절의 희역(羲易)에 따라 처음으로 마음의 본체(先天翁)를 보

는 신비체험을 경험하였고 37살 용장에서는 정좌하여 체용신화(體用

神化)를 체험하였다. 두 번 체험은 소강절 운기법에 따르면 일양복래

(一陽復來)를 체험한 것이다. 왕양명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39살

부터 학생들에게 정좌시키고 정일(靜一)과 성의(誠意)공부를 가르쳤고 

43살에는 불교와 도교를 참고하여 입지(立志)공부를 세웠다. 입지공

부의 핵심은 천리와 인욕의 진망이심론(眞妄二心論)과 존양성찰공부

이다. 마음에는 본체(천리)와 인욕(사욕 객기) 둘이 있고, 본체에는 지

각, 검증, 사유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사욕도 검증 기능과 사유 기능 둘

이 있다. 의념의 발원은 천리 본체와 인욕 둘이고, 존양성찰 공부는 의

념의 발원을 지각하고 사유를 검증하고 사욕과 객기에서 발원한 의념

을 지각하여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입지공부는 찰나의 일념(一念)을 

지각하고 검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입지 구결은 당시에 널리 유

행하였고 특히 왕기와 태주학파 안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왕양명은 

48살 감주와 남창에서 강학하는 동안에 대학의 성의(誠意) 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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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의 신독(愼獨)공부를 통일시키는 문제에 부딪혔다. 8월에 진구천

이 찾아와서 육상산의 본심(本心)에 근거하여 심체를 깨닫기 위하여 

직접적인 공부는 격물보다 치지가 우선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영명

을 건의하였다. 왕양명은 처음으로 영명의 지각이 찰나의 일념을 지각

하는 양지라고 제시하고 치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양지 제시는 그동안 

가르쳐왔던 소강절 정좌법에 그치지 않고 43살 입지공부를 거쳐 교법

을 바꾼 것이다. 8월에 진구천이 사상성찰(事上省察)을 건의하였고 왕

양명은 사상마련의 치양지를 설명하고 현성양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사상마련은 정좌공부와 함께 양명학의 중요한 수양공부가 되었다. 

49살 6월에 진구천이 찾아왔을 때 의념(意)이 물상의 시비를 사유하

고 양지가 의념이 사유하는 시비를 검증하고(是是非非) 존양하는(存

善去欲) 주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여 양지의 검증과 존양 기능을 확정

하였다. 8월보름 추석에는 통천암에서 여러 학생과 성의공부와 신독공

부의 통일에 관하여 날마다 종일 토론을 벌였고 이때 학생들도 비로소 

양지를 확신하고 기뻐하였다. 따라서 통천암 종일 토론은 양지를 확정

한 것이고 왕양명 학술 인생을 양분하는 계기가 되었다. 50살 소흥부

에 돌아온 뒤부터 양지를 강학하여 소흥부 집에 찾아온 학생들의 동의

를 받았고 54살에는 양지의 능지능작(能知能作) 역할에 근거하여 지행

일체를 주장하였다. 55살에는 진망이심론을 수용하여 양지의 지각, 검

증, 존양 세 기능을 정교하게 설명하였는데 49살의 양지 설명을 보충하

고 완성하였다. 양지의 검증기능은 자증분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구양

덕의 선병 사례에서 보이듯이 왕양명은 양지가 정좌에서 오는 선병(禪

病)과 사려 분요를 치유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강조하여 정명도의 활연

대공에 견주었다. 이것은 양명 후학에서 논의되었던 광경 타파의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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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지에는 심학의 임정종욕이라는 부정적 폐해

도 치유하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년에는 학생들의 선병과 진

헌장의 물망물조 공부의 유행을 본 뒤에 교법을 바꾸어 필유사언 공

부와 집의 공부를 가르치고 집의 공부가 치양지 공부라고 평가하였다. 

맹자의 집의 공부가 대학의 격치성정 공부보다 못하고 치양지 공부가

격치성정 공부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왕양명 만년의 수양

공부 교판이다.” 

이경룡 논문은 근년에 조사한 양명학 사상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다. 양명철학 연구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을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가고 있다. 주요 논문 분석에서 다시 다

루겠다.

문체와 어투를 가지고 필자의 사상을 읽어낸다는 것은 자못 주관

성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

다. 박영희는 왕양명 문장의 특성을 통해 그 사상의 특성을 추적한다.

박영희는 이렇게 말한다. “王陽明의 글쓰기를 살펴보다 보면, 일반

적인 대화나 흔히 보이는 문구 속에서 동일 리듬의 문형 나열이나 동어 

반복으로 성찰을 유도하는 수사법이 유독 눈에 띈다. 특히나 陽明學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확장하거나 선회하는 듯한 글쓰기

로 사유를 이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

라 글쓰기가 달라지고, 반대로 어떤 언어로 사유하느냐에 따라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생

각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사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한다. 본고는 글쓰기가 곧 사유방식의 현현이라는 전제에서 출

발한다. 이는 철학적 개념과 논리에 대한 고찰이 아닌, 글쓰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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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방식의 특이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儒敎 사상가

의 텍스트와 사유방식에 대해서 주로 철학적 논점과 내용 위주로 분석

하거나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모두 본고의 수사법 측

면에서의 탐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내용 측면에서가 

아니라 수사법을 통해서 그 사유 방식의 독특함과 타 사상가들과의 차

별되는 지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처럼 철학적 개념에 집중하

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형과 용어 사용법을 통해 사유의 흐름

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철학적 문장의 의미 분석에서 한 걸음 떨

어져서 그 수사법이 작동시키는 사유방식을 보고자 한다.”

박영희의 접근법은 상당히 흥미롭다. 잘 활용한다면 철학적 개념

과 논리 분석을 통해 파악한 어떤 결과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철학적 개념과 논리 분석을 통해 파악한 왕양명 사상

의 틀을 설정한 후에 가능한 방법이라는 한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설정한 왕양명 사상의 유형에 따라 박영희 연구 방법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양명후학 관련 논문(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상훈 왕용계의 성덕체계와 강우 왕문의 비판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２ 전병술
그들은 왜 양명의 제자가 되었는가: 동운과 한
정의 예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양명후학 연구 논문은 매년 꾸준하게 나온다. 또한 매년 논문을 

발표하는 양명후학 연구자 그룹도 대개 고정적이다. 이상훈과 전병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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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꾸준하게 양명후학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이다. 

양명후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논쟁적인 인물로는 용계 왕

기를 꼽을 수 있다. 왕양명 1세대 제자 그룹 중에서 장수하며 오랫동

안 활동했던 왕용계는 당대에 양명학의 적전으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

이다. 그러나 후대 양명학 연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명유학안

에서 황종희는 왕용계를 왕양명의 적전으로 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유

종주가 양명후학의 말폐로 지적한 현허(玄虛)와 정식(情識) 중에서 현

허의 전형이 바로 왕용계였으니 그의 양지학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편

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요소들이 왕용계를 논쟁적인 인물로 

만든 이유다. 

이상훈은 이렇게 평한다. “양명 후학인 왕용계도 유학에서 논하는 

이러한 성덕의 방법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본체로서의 현재양지와 

이에 근거한 선천정심의 공부를 통해 설명한다. 이에 왕용계는 먼저 도

덕실천 근거로서 양지본체를 논하면서 양지란 일념의 영명(靈明)이고 

선천본유적이며, 기(氣)의 영명함인 자연천칙으로서 현재한다고 주장

한다. 또 이 현재의 양지는 독지이자 덕성의지이고 직관의 지이어서 스

스로 도덕상의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본심양지의 실체로 간주하

며, 아울러 양지란 순수하고 지선하여 그 자체에 의념을 드러내지 않

으며 무욕하고 무잡하여 그 감응도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본

다. 따라서 용계에게 있어 이러한 양지본체의 내용은 모두 성덕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부의 관점에 있어 왕용계는 

선천 본유하며 초월적인 양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위적이고도 후천적

인 공부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즉 양지본체란 그 자체의 영명함에 주어

진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곧바로 현성되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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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천적이고 경험ㆍ학습적인 노력을 가하여 양지본연의 모습을 회복

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왕용계는 공부를 무공부의 선천정심에다 그 중점을 두고 이를 강조한

다. 왕용계는 유학의 성덕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공부를 통한 

본체의 회복 과정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곧바로 본체인 양지본체의 자

연유행을 자각함으로써 공부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려는 관점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유학 체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자신만의 독특

한 성덕 관점을 논한다. 그러나 유학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공부가 

곧 본체’라는 관점에 보면, ‘본체가 곧 공부’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쉽게 

수긍하고 이를 실천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강우 왕문의 학자인 계팽산과 섭쌍강 등은 이를 비판한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보면 결국 이 문제는 왕문 학자들 상호간 관점의 차이이면서 또

한 왕용계의 성덕체계가 지닌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다.”

왕용계 양지학을 비판하는 기존의 입장은 현성양지의 본지를 제대

로 평가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사실 

최근까지 한국 학계에서 왕용계 현성양지 이해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

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는 소위 대가급 학자들의 부정적인 평가의 영

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증표가 된다. 이상훈의 본 논문은 이제 한국 학

계가 왕용계의 현성양지를 비교적 제대로 이해하는 단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굳이 첨언하자면 이상훈의 본 논문은 최근의 연구 성과에 기

반을 두고 잘 정리했으며 진일보 한 새로운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양명학은 주자학과 마찬가지로 내성외학의 성인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과 양명학을 통칭하여 송명이학으로 부른다. 그렇다면 

양명학과 주자학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주자학이 도덕주의라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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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학도 도덕주의이다. 양명학이 심의 주체성을 강조했다면 주자학도 심

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성학은 결국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주자학과 양명학의 갈래를 꼽자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중 송대의 득군행도(得君行道)와 명대의 각민행도(覺民行道)의 시대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명학의 강학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다. 

전병술은 양명학의 각민행도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인물 두 명을 다

루었다. 양명의 제자인 동운과 왕간의 제자인 한정이다. 동운은 양명

보다 나이가 많은 시인이고 한정은 비천한 도부였다. 전병술은 이렇게 

말한다. “동운(董澐, 1457-1533)은 왕양명(1472-1529)의 제자고, 한정

(韓貞, 1509-1585)은 왕양명의 제자인 왕간(王艮, 1483-1541), 왕벽

(王襞, 1511-1587)의 제자다. 양명은 30여 년간의 강학을 통해 수천 명

의 제자를 두었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사제의 연을 이은 

사람은 동운과 왕간이라 할 수 있고, 양명 못지않게 많은 제자를 거둔 

왕간의 제자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은 한정과의 만남이

다. 시인 출신의 동운은 57세 때 열다섯 살 아래인 양명을 만난 후 유

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도부(陶夫) 출신 한정은 24세 때 왕간을 만

난 후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동운은 개인의 취향과 늦은 시작으

로 인해 체계적인 저작을 남기지 않았고, 한정은 실천궁행에 매진하

며 300여 편의 시를 지었을 뿐 이론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동운과 한

정 둘의 학문에 체계성이나 독창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론이 체계적

이지 않음이 오히려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고, 학문적 성취보다는 생애 

편력이 더 심금을 울릴 수 있는데, 동운과 한정이 이에 해당한다. 동운

과 한정 두 사람 다 측은지심이 남달랐으며 부귀공명이나 타인의 시선

을 의식하지 않고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의 소리를 온몸으로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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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동운은 공자의 ‘종오소호(從

吾所好)’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유ㆍ불의 경계도 넘어섰고, 한정은 초지

일관 유학의 테두리 안에서 송명 유학자들이 추구한 ‘공안락처(孔顔樂

處)’ 정신을 구현했다.”

한국 학계에서 소논문으로 다뤄지지 않은 두 인물을 소개한 본 논

문은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각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 보다는 소

개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심화 연구를 기대해 본다. 

3) 양명학과 조선유학 비교 논문(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박종도 王守仁과 曺植의 知行合一의 실천적 성격연구
경상대학교 경

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

２ 서강휘 霞谷의 真理, 그리고 陽明 正統派의 本體
한국동양철학

회
동양철학

양명학과 조선유학을 비교하는 연구 논문들도 매년 발표되고 있다. 

조식과 이황은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지만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

았다고 한다. 경상 좌도와 우도를 나눌 때 조식은 진주를 중심으로 활

동했고, 퇴계는 안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인조반정 후에 광해가 폐

위되면서 북인정권이 실각하는데, 북인의 중심이 조식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후에 조식 또한 역사의 무대에서 거의 사라졌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황은 양명학을 이단의 학문으로 엄준하게 비판했다. 이에 반

해 조식이 양명학을 논한 내용은 특별히 전해지는 바가 없다. 조선에서 

양명학이 이단으로 내몰리게 된 데에는 이황의 부정적 평가가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학계의 통론이다. 그렇다면 이황과 다른 결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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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조식이라면 어떨까? 

박종도는 이렇게 말한다. “본고는 양명 왕수인(陽明 王守仁, 

1472~1528)과 남명 조식(南冥 曺植, 1501~1572)의 지행합일의 실천

적 성격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왕수인과 조

식이 ‘省察克治’라는 개념의 수양법을 사용하는 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왕수인의 省察克治는 良知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

된 실천적 수양법이고, 조식의 省察克治는 人欲을 물리치고, 天理를 보

존하는 방법으로 제기된 실천적 수양법이었다. 왕수인은 본래 가지고 

있는 心의 본체인 良知를 외부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성찰극치라는 방

법을 통해 致良知를 이루고자 했으며, 조식은 遏人欲存天理를 위한 내

면의 敬공부에서 비롯하여 성찰극치 하여 敬을 지극히 한 후 義로써 

知行合一하는 敬義 공부 방법을 제시하였다. 兩者는 儒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省察克治를 제시하여 성리학과 양명학의 접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공부는 실천적이면서도 실존적인 방향으

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 왕수인과 조식이 陽明學과 性理學이라

는 서로 다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통점

을 드러내는 점은 인문정신의 실천적 함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일

에 흐르려고 하거나 惡에 빠지려고 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뿌리째 뽑아내어 제거하려는 ‘성찰극치’에 있어 상호 비교할 만한 가치

가 있음을 보여준다.”

박종도의 말처럼 양명의 성찰극치와 조식의 성찰극치는 상당히 일

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식이 양명학을 평가했다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박종도가 밝혔듯이 성리학자인 조식은 양명학을 비판했

을 것이다. 그러면 조식이 양명학을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성찰극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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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사성을 보인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유사성

은 다름 아니라 주자학과 양명학이 공히 성인지학을 추구하며 존천리

거인욕의 학문체계인 점에서 연유한다. 다시 말하면 성찰극치에서 왕

수인과 조식이 일치와 유사함을 보여준다면, 왕수인과 이황에게서도 

일치와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종도가 왕수인과 조식을 

비교하여 굳이 밝히려고 했던 모종의 공통점은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다시, 그렇다면 박종도의 본 논문은 잘못된 논문인가? 박종

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양명학과 주자학의 친근성을 보여줌으로써 왜 

주자학과 양명학이 송명이학으로 불리는지 도리어 설명해주는 데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수립하는 과제는 한국 양명

학 연구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사명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자학과 양

명학이라는 두 진영 사이에 정제두를 위치시키고 양명학자이라는 측면

과 주자학자라는 측면을 절묘하게 배합하여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

을 확보하려고 했다. 정제두가 양명학을 추숭했지만 양명학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자학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식이다. 이런 연구 경향

은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즐겨 취하는 전략이다. 한편 중

국에서 양명학(양명후학)을 연구하고 귀국한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중국 양명후학의 전개 양상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양명후학

과 비교를 통해 정제두 양명학의 특성 또는 독자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서강휘는 이렇게 정리한다. “그는 주자학의 이념적인 理를 거부하

고 生理라는 개념을 내세워 理의 생동성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眞理를 

택하라’라는 주장을 통해 생리가 정감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

한 그의 주장은 태주학파와 귀적학파에 대항하였던 양명 정통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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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방식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양명 정통파의 대표적 인

물들인 鄒守益(1491-1562，號는 東廓), 歐陽德(1496-1554，號는 南野), 

陳九川(1494-1562,號는 明水)은 당시 왕용계와의 교류를 통해 공부에 

있어서 본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공부를 통해 본체를 회복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인물들인데 이를 통해 귀적계열이나 태주

학의 문제를 지적한다. 귀적계열은 본체를 실체로 오인하여 공부의 생

동성을 방기했다. 하곡의 입장에서 보자면 귀적 계열은 진리의 본체적 

성격에 집중하여 생리와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

다. 태주학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여 공부의 중요성을 외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하곡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리만을 강조하여 진

리의 본체성을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곡에게서

의 생리는 진리와 단절될 수 없는 것이며 진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진리는 생리를 통해 활동성을 보장받는다. 하곡의 이러한 견

해는 양명 정통파의 공부와 본체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양명학과 교육 관련 논문(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조지선
양명학을 활용한 대학 인성교육 교과개발에 관
한 연구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김민재
교과서에 기술된 양명학의 실태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김준승
왕수인의 감정론과 슈타이너의 감각론 비교 고
찰

한국동서철학

회
동서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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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을 교육론 입장에서 탐구한 논문 또한 매년 꾸준히 발표되

고 있다. 다만 발표 연구자 층이 제한되어서 반복적 주제의 논문들이 

나오는 점은 아쉽다. 향후 연구자 층이 확대되면서 색다른 논의들이 발

표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양명학의 매력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의 입장

은 비교적 공통적이다. 가령 ‘신민과 친민’ 중에서 친민을 주장한 왕수

인의 교육관에 담긴 자발성과 주체성의 강조 등이다. 조지선은 양명학 

전공자인 충남대 김세정 교수의 지도를 받아 박사논문을 완성한 젊은 

학자로 꾸준히 교육론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풀어오고 있다. 이 논문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조지선은 이렇게 말한다. “대학은 사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

로 최근 대학교육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

는 삶의 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이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양명철학

은 인간의 도덕 본성(良知)에 대한 자각, 수양, 실천에 이르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철학이다. 또한, 양명철학은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

(聖人)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

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양명학을 활용한 대학 인성교육 교과개발의 토

대를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

다.”

김민재는 현재 교원대 교수로서 그의 연구는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다. 본 논문 또한 동일한 작업의 일환으로 검인정 윤리 교

과서에 기술되는 양명학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김민재의 입장은 이렇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도덕교육에서 고

등학교급에 해당하는 ‘윤리와 사상’ 과목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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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의 기술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는 것이다. 

대상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양명학과 한국양명학은 모두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의 표

현 방식이나 보조단의 활용 방법 등이 세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교과서 내 양명학 기술에는 상당한 ‘보

수성’과 ‘비균질성’이 발견된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양명학

의 경우에는 양명학을 수렴적으로 이해하게끔 기술되어 있으며, 지행

합일에 대해서도 양명학의 고유하면서도 강력한 도덕적 실천성이 잘 

부각되지 않도록 기술되어 있다는 ‘보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양명학의 경우에는 중국양명학과의 차이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끔 기술되어 있으며, 한국양명학의 태두로 평가받는 정제두의 사상적 

특색도 잘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되어 있다는 ‘보수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와 함께 중국양명학과 한국양명학 모두 교과서들 간에 내용이

나 분량에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소위 ‘비균질성’의 문제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양명학 기술의 보수성과 비균질성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소화된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동아시아 타 국가들인 가령 중국과 일본의 교과서

에 나오는 양명학 관련 내용들과 비교를 한다면 흥미로운 연구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양명이 성즉리에 맞서 심즉리를 제창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성

과 심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중 감

정 동기 및 판단과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이성 대 감정 

두 동기를 둘러싼 논의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슈타이너는 동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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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교육철학계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

구해 온 인물이다. 김준승은 양명학과 슈타이너의 교육법을 장기간 연

구해 오면서 관련 주제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본 논문도 

연속선상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준승은 이렇게 말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의 감정론과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

의 12감각론을 비교하여, 인간이 주체적 체험을 기반으로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왕수인의 감정론은 성리학에서

와 달리 성(性)과 심(心)을 분리해서 이해했던 바를 통합하여 단일한 

범주를 만들었고,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덕 감정과 도덕 심리

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도록 기초를 만들었다. 이것은 감정과 욕구

의 부분을 양지론(良知論)의 본류로 개입시켰다. 우선, 양지를 실현하

겠다는 의지를 내고, 자신 앞에 주어진 일상의 사태(事態) 속에서 자

신의 감정과 욕구를 관조하며 중절을 지키고, 중절을 지킨 마음으로 

조리에 맞게 바른 실천을 해나간다. 또한, 스스로 양지를 실현했을 때 

갖는 자겸(自慊)과 진실한 즐거움[眞樂]을 통한 체득은 궁극적으로는 

만물일체(萬物一體)로 이어져 도덕적 실천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 

슈타이너의 감각론은 기존의 오감과는 다른 12감각을 제안한다. 그

가 인간을 12가지 감각으로 분류한 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이해에 기

반한 것이며, 슈타이너의 인지학(人智學)적 세계관이 깊이 반영되어 나

타난 것이다. 슈타이너의 감각론은 신체‧영혼‧정신의 통합체로서 인간

을 이해하며, 통합체의 구성에 맞게 네 가지씩 의지[몸]감각, 감정[혼]

감각, 정신[영]감각으로 총 12감각을 이루고 있다. 두 사상가의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맥락적으로 비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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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왕수인의 성인(聖人)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는 것과 슈타이너

의 내부영역인 몸감각을 통하여 의지를 나타내는 주체인 나를 알아가

는 것, 둘째 왕수인의 감정 중절을 이루며 그것을 바탕으로 타자와 주

어진 사태를 통해 바른 선택을 하며 양지를 지극하게 실현하는 것과 

슈타이너의 또 다른 ‘나’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여 

깨쳐가는 것, 셋째 왕수인의 양지 실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자겸과 진락과 만물일체의 자각을 통해 도덕적 실천력을 갖는 것과 슈

타이너의 고차적인 외부와의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내면과 감응하여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 논문들에 가해지는 비판은 ‘비교 대상들 사이의 

약한 고리를 강한 고리처럼 서술한다.’는 지적이다. 추후 이와 같은 비

판을 견뎌낼 수 있는 차기 논문을 기대해 본다.

5) 양명학 연구 성과 정리(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김세정 한국에서의 중국양명학파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연구사 정리는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특히 자

료 열람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매우 유용했다. 현재는 컴퓨터와 온라인

의 발달로 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어서 중요성이 과거

에 비하면 경감됐다. 그럼에도 입문자들에게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구 경향을 종횡으로 고찰하는 데에 편리하다. 

김세정은 이렇게 정리한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간행된 중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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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학파 관련 연구 성과물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한국에서의 중국양

명학파 연구 문헌 목록>을 만들어 본 논문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저

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국양명학파를 총체적으

로 다룬 저서들은 중국양명학의 다양한 학파로의 분기의 역사적ㆍ사회

적 배경과 각 학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반

면 구체성과 엄밀성이 떨어지고 필자의 관점이나 관심사에 따라 특정

학파나 특정인물에 편중되고, 개별적인 학파나 인물에 대한 설명이 소

략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양명학파의 개별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한 저서들은 중국양명학파와 관련한 연구 환경이 매우 척

박한 한국에서 중국양명학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다만 절중학파와 태주학파에 대한 저서가 있는 반면 강우학파에 

대한 저서가 단 한 권도 없는 것은 학술적 균형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원전 번역서의 경우에는 중국양명

학파의 방대한 인물과 저서에 비해 번역서 자체가 매우 적고, 그 마저

도 이지와 황종희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양명학파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국양명학파의 문집에 대한 번역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서는 다양한 학

파와 인물이 다루어졌다. 다만 중국양명학파를 전체적으로 개관한 논

문이 빈약하고, 개별 인물의 경우 지나치게 태주학파에 편중되어 있다. 

균형 잡힌 연구와 중국양명학파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 강우학

파와 관련된 논문뿐만 아니라 절중학파나 태주학파에서도 제대로 조명

되지 않은 학자 그리고 황종희나 유종주에 대한 논문이 좀 더 많이 나

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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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천학파 관련 논문(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선병삼 감천후학 홍원의 심학사상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선병삼 감천후학(甘泉後學) 당추(唐樞)의 심학사상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

연구

명대 심학을 양명학과 더불어 양분한 학파가 바로 감천학파이다. 

감천학파는 담감천에서 시작하지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명대 

심학의 개창자로 평가받는 진헌장에 미치는 거대한 학파다. 후에 양명

학이 심학을 독점하면서 감천학파는 역사에 묻힌 감이 있다. 그러나 명

대 심학의 실상을 고찰하거나 그 영향력을 살피고자 한다면 감천학파

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에서는 최근 년에 점차 감천학파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선병삼이 작성한 두 편의 논문은 한국에서 

나온 최초의 감천학파 연구 성과다. 

감천 담약수에 대한 논문은 몇 편이 한국에서 발표되었다. 선병삼

은 이 점에 착안하여 아직 연구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담약수의 중

요한 제자인 홍원과 당추를 소개하고 있다. 

선병삼은 홍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각산

(覺山) 홍원(洪垣, 1507—1593)의 심학사상을 고찰했다. 홍원은 명대 

중기 왕수인과 더불어 명대 심학을 양분한 담약수의 수제자이다. 담약

수는 수처체인천리(隨處體認天理)를 종설로 표방했다. 담약수는 이를 

통해 왕수인의 치양지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홍원은 스승 담

약수의 수처체인천리설을 근본으로 삼고, 체인천리의 편향을 보완하기 

위해 ‘근본을 떠나지 않는 체인(不離根之體認)’인 ‘근본지학(根本之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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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의 심학사상으로 제시한다. 홍원은 지(知)와 의(意)를 구분하

고, 지(知) 가 의념을 주재하는 이른바 ‘전식성지(轉識成知)’의 공부론

을 중시한다. 이 공부론은 심지[志]의 확립과 기미[幾] 상에서의 공부

를 중시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홍원이 담약수의 종설을 계승 발전

시킨 명실상부한 수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일암(一

菴) 당추(唐樞, 1497—1574) 심학사상을 고찰했다. 당추는 명대 중기

에 왕수인과 함께 명대 심학 진영을 양분한 감천(甘泉) 담약수(湛若水, 

1466-1560)의 수제자이다. 후에 당추는 왕수인(王守仁, 1472-1528)에

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자 했으나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당추는 감천

학과 양명학을 통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당추의 학설은 토진심(討眞

心) 세 글자에 온축되어 있다. 진심은 도심(道心)으로 담약수의 대심

(大心), 왕수인의 양지(良知)에 비견할 수 있는 본체에 해당하고, 토는 

정일(精一)로 담약수의 수처체인(隨處體認), 왕수인의 치(致)에 비견할 

수 있는 공부다. 황종희는 당추의 토진심을 왕수인의 치양지에 가깝다

는 평가를 내린다. 이때 양지 현성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추수익(鄒守益, 1491-1562), 구양덕(歐陽德, 1496-1554), 왕

기(王畿, 1498-1583) 등이 공히 인정하는 양지 현성의 설과 당추의 토

진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논자는 감천학

과 양명학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토진심설은 감천의 수처체인천리의 

특징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당추

가 담감천의 종설을 계승 발전시킨 수제자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

서 황종희의 평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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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말 강학운동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신현승
명대 말기 학술공동체와 정치 네트워크 연구: 
동림과 복사를 중심으로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신현승은 꾸준히 명말 학계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이 논문 역시 논자의 박사논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확대

한 것으로 사료된다. 명대 학술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는 것이 강학운동

이다. 양명학이 현학으로 당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데에

는 강학운동을 통한 전파를 배제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강학운동은 

순수한 학술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현실정치 비판이라는 이른바 여론 

활동으로 발전한다. 그 중심으로 동림학파를 꼽을 수 있다. 

신현승은 이렇게 정리한다. “중국 명대 중기부터 본격화된 서원과 

강학 제도의 발전과 전개 양상을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담

약수(湛若水, 1466-1560)와 왕수인(王守仁, 1472-1529) 등 양명심학

(陽明心學) 계열의 학자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명대 말

기 양명학 진영에서의 활발한 학술 논쟁과 여러 학술 유파의 등장에 

관해서도 이 둘의 존재와 관련지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명

대 중기 이후 서원 강학의 제도화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역시 양명

학파, 즉 왕수인과 그의 제자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양명학 좌파)

과의 격렬한 학술 논쟁을 전개한 주자학 계열의 동림학파 및 주자학‧양

명학의 절충과 융합을 시도한 즙산학파의 유종주를 빼놓고서도 명말

청초의 중국 유교사상사를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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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경룡의 논문은 양명학 연구사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주제들에 대해 창견들을 여러 개 제시했다. 기존의 설

과 다른 점들이 있어서 추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돌파의 실마

리를 제공한 점에서는 결코 그 의의를 깎을 수 없을 것 같다.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다. 

첫째, 왕수인과 진헌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명유학안에서

황종희가 제기했듯이 왕수인의 도반이 담약수이고 명대 심학의 선하

를 연 진헌장이 그의 스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왕수인이 진헌장의 학

술을 논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다 했다.  

이경룡은 왕수인과 진헌장의 연관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명대 북

경의 관료와 지식인 사이에서 도교 양생술이 유행한 것은 진헌장(陳獻

章, 1428-1500)의 영향이 컸다. 진헌장은 37살(1466)에 심체를 깨닫는 

신비체험을 하였고 39살 북경에서 국가감 좨주 형양(邢讓)의 칭찬을 

받고 심체 깨달음도 널리 알려졌다. 당시 과거시험에 합격한 진사 나륜

(羅倫,1431-1478), 장무(章懋, 1437-1522), 장창(莊昶, 1437-1499), 하

흠(賀欽, 1437-1510) 등이 진헌장을 찾아와서 주정(主靜)공부를 배웠

다. 진헌장이 44살(1471)에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좌시키고 소강절의 

소주천 운기법을 가르쳤다. 56살(1483)에 황제의 초빙을 받아 북경에 

올라가서 왕양명이 살고있는 장안가(長安街)의 경수사(慶壽寺, 大興隆

寺)에 머물렀다. 이때 북경에서는 “성인이 나타났다.(聖人復出)”고 알려

졌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아왔다. 당시 1492년에는 진헌장도 살아있

었다. 왕양명의 격죽공부 목적은 진헌장의 『대죽(對竹)』처럼 선천(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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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의 일체(一體)를 체험하려는 것이다. 왕양명은 31살(1502) 5월 북경

에 돌아와서 8월에 사직하는 동안에 왕양명의 취지는 문학에서 수양

공부로 바뀌었다. 따라서 왕양명이 수양공부에 들어선 이유 가운데 직

접적인 이유는 질병 치료이고 이차적인 이유는 진헌장 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35세 정장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역을 공부한 

내용을 기존 연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경룡은 감옥에 갇혀있

던 시기 역을 공부한 것과 37세 용장오도를 연속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다. “왕양명이 깨달은 선천옹은 사실상 소주천 운기법에서 말하는 선

천의 원신(元神) 또는 진의(眞意)이다. 선천의 원신 또는 진의를 역할

에 따라 구분하면 원신이 체(體)이고 진의가 용(用)이며 둘은 일물(一

物)이다. 소주천 운기법 또는 존사내관법에서 용(用)에 해당하는 진의

가 운기와 내조(內照)를 주재하고 체(體)에 해당하는 원신이 진의의 운

용을 감독한다. 따라서 왕양명의 선천옹은 원신과 진 둘을 말한다. 왕

양명이 옥중에서 선천옹을 보았다는 신비체험은 소주천 운기법을 시작

하였다는 것이며 높은 단계를 체험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연정화기(煉

精化氣)의 백일축기(百日築基)를 하는 동안에 선천의 원신과 진의를 

체험하였다. 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비체험은 37살에 체용신

화를 체험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 왕양명이 31살부터 양명동에

서 수양공부할 때 예지능력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의 신비체험

은 사실상 35살이 처음이다.”

셋째, 양명 공부론을 정좌 공부의 입장에서 계통적으로 설명한다. 

“왕양명은 39살(1510) 북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절간에서 학생들에

게 정좌공부를 가르쳤고, 이듬해 2월에도 학생 응량(應良, 148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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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좌공부를 가르쳤다. 왕양명 자신이 말하거나 전덕홍의 『왕양

명 연보』에 실린 정좌공부의 이름 몇이 있다. 처음에는 정일(靜一) 또

는 정일(精一)이라고 불렀다. 41살(1512)에는 성의(誠意)공부, 이듬해

(1513)에는 입성(立誠)공부, 43살(1514)에 이르러 입지(立志)공부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왕양명은 정좌 공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

고 개선하기 위하여 점차 정좌공부의 내용과 이름을 바꾸었다. 양명은 

담약수를 통하여 진헌장 학술을 잘 알고 있었다. 명선공부가 존천리

거인욕의 성찰극치공부이며 성의공부의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왕양명 41살의 성찰극치공부과 42살의 명선하는 입성공부는 사실상 

진헌장의 입성공부를 계승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넷째, 치양지 공부 제출 시기와 계기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왕양

명이 양지를 제시한 연도에 관하여 그의 문인들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 이것은 왕양명 본인 스스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였

기 때문이다. 왕양명의 자술은 뒤에 문인들이 양지 제시 연도를 제각

기 기술한 원인이 되었다. 현재 종합하면 대체로 37살, 43살, 48살, 49

살, 50살 다섯 가지 견해가 있다. 필자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

고 정확한 연도를 고증하려고 한다. 필자의 견해는 왕양명이 48살 8월

에 찾아온 진구천에게 양지를 처음 제시하였고 다시 49살 여름 감주 

통천암에서 여러 학생과 치지에 관하여 날마다 종일 토론을 벌인 뒤에

야 양지를 확신하였다고 본다.”

이상 몇 가지 창견들을 살펴보았다. 치양지설 제창과 통천암 강학

을 연관시킨 주장은 최근중국 연구자들의 성과를 참고한 것으로 충분

히 검토할 만하다. 입지와 정좌를 연결시킨 주장은 창견 중의 창견이라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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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와 전망

총18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왕양명(양명후학 등) 관련 

연구가 13편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물론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

한 15년도부터(14년 발표 논문 기준) 왕양명에 대한 연구는 늘 수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청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명·청대를 기준으로 선별한 18편의 논문은 19년도 24편, 18년도 

17편, 17년도 26편으로 19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명대 양명학

(심학)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

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

여 한국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총18편의 논문들 중에서 올해에는 1편의 수작을 뽑았다. 이경룡의 

왕양명 48-49살 정좌공부에서 양지로 전환과 학술 의의이다. 이경룡

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한 연구의 노작이라고 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