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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사로 보는 ‘실학’의 지식사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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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 머리말

이 은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조선후기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이 한국사 통

사 체계 안에서 어떻게 조직되어 왔고 어떻게 배치되어 왔는지 그 치를 검토

하는 시론이다. ‘실학’이 한국사 목차 구조에서 특정한 치를 부여받고 해당 

치 안에서 특정한 텍스트로 기능하는 양상을 찰하고 분석함으로써 20세기 한

국 사회에서 형성된 ‘실학’에 한 역사 지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술 

개념으로서 ‘실학’에 한 역사의미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 통사의 

‘실학’에 한 역사 지식으로부터 ‘실학’에 한 역사의미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의 심사는 따라서 ‘실학’의 연구 황과 연구 논 을 검하는 일반 인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210·한국문화 88

연구사 정리 작업에 있지 않다.1)1)그 보다는 지식과 개념의 계에 유념하여 오

늘날 자명하게 국민 지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학’이 한국사 작 안에서 역사 

지식과 역사 개념으로서 어떻게 발 하고 있었는지 그 복잡한 실태를 드러내고

자 하는 데 있다.

이런 견지에서 이 에서는 20세기에 출 한 한국사 교과서 내지 한국사 개설

서를 상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실학’ 련 장 을 집 으로 검토하려고 한

다. 구체 으로 장 의 제목을 갖춘 신사체 한국사 교과서의 효시로서 1900년  

채의 �동국사략�부터 해방 후 한국 역사학계의 한국사 연구를 반 한 한국사 

개설서의 시작으로서 1960년  이기백의 �국사신론�까지 30종의 한국사에서 해

당 장 을 고찰하고자 한다. 종래 ‘실학’에 한 역사지식이 주로 ‘실학’에 한 

연구 논 의 과 입론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데서 탈피하여 ‘실학’

에 한 역사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서와 개설서에서 실제 그 지식의 장을 답

하자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해 이 에서 검토할 30종의 한국사와 그 안에 들어있

는 ‘실학’ 련 장의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玄采의 �東國史略�(1906)에서 李基白의 �國史新論�(1961)까지 30종의 한국사 일람

1) 조선후기 ‘실학’ 연구사 정리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주목된다. 김 , 1987 ｢‘실학’ 

연구의 반성과 망｣ � 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황과 과제�, 도서

출  한울; 조 , 2004 ｢개항기  식민지시  실학연구의 특성｣ �한국실학연구� 7; 한

우, 2007 ｢‘실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정호훈, 2009 

｢한국 근․  실학 연구의 추이와 그 문제의식｣ �다산과 � 2; 백민정, 2011 ｢조선후

기 기호지역 실학에 한 연구동향과 과제｣ �유학연구� 24. 한 한국 사회에서 ‘실학’에 

한 연구가 1960․1970년  근 화론과 결합하여 개되었음을 지식사회학의 시각에서 

논구한 논문이 출 하여 이채롭다. 이태훈, 2004 �실학 담론에 한 지식사회학  고찰: 

근 성 담론을 심으로�, 남 학교 박사학 논문.

# 자 사서 연도 ‘실학’ 련 장 제목

1 玄采 東國史略 1906 文化及黨爭 

2 幼年必讀 1907 本朝歷代 十四/ 丁若鏞

3 朴晶東 初等本國略史 1909 英祖의 德政/ 正祖時代의 文學/ 丁若鏞의 不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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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략 20세기 반․ 반의 한국사 책들을 본문에서 검토할 주제별로 

6개의 범주로 나 어 소개했는데, ‘실학’ 련 장 제목을 일별해 보면 채의 �동

국사략�에서 이기백 �국사신론�까지 장 제목에서 거의 ‘실학’을 발견할 수 없음

을 보게 된다. ‘실학’은 오직 #28 �한국문화사�(1950)의 장 제목에서 확인될 뿐 

오히려 ‘실학’ 련 장 제목에 빈번히 출 하는 어휘는 ‘실학’이 아니라 ‘문화’이

다. 그 밖에 ‘문운’이나 ‘ 정’도 비교  에 띄는 어휘들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

4 黃義敦 大東靑史 1909 英祖及正祖의 政治와 權臣의 勢道/宗敎及文學

5 新編朝鮮歷史 1923 英正兩朝의 文治/ 李朝의 文化(一)/ 李朝의 文化(二)

6 權悳奎 朝鮮留記 1926 英正의 治와 學 의 輩出/ 朝鮮의 文化

7 朝鮮留記略 1929 文運의 隆昌/ 朝鮮의 文化

8 張道斌 國史 1916 淸國의 入寇, 黨爭의 弊害/ 朝鮮의 文明과 政治制度

9 朝鮮歷史要領 1923 季世의 治亂/ 制度  文化

10 朝鮮歷史大全 1928 季世의 治亂/ 制度  文化

11 國史講義 1952 亂과 淸寇, 黨爭의 弊害/ 朝鮮의 政治制度와 文明

12 國史槪論 1959 朝鮮時代의 八賢/ 國學의 不振

13 崔南善 朝鮮歷史講話 1930 文化의 振  

14 故事通 1943 文化의 振  

15 國民朝鮮歷史 1947 文化의 振

16 申明均 朝鮮歷史 1931 英正兩朝의 治世

17
中等學校

敎育硏究
普通朝鮮歷史 1932 정조의 문화진보

18 李昌煥 朝鮮歷史 1934 文運의 隆昌

19 咸錫憲
聖書的 立場에서 

본 朝鮮歷史
1950 新生의 微光

20 김성칠 조선역사 1946 이조의 흥

21 국사통론 1951 문화의 새 움직임

22 孫晉泰 國史大要 1949 李朝의 文化

23 李仁榮 國史要論 1950 學風의 變遷

24
서울大學

國史硏究室
朝鮮史槪說 1949 亂後의 社 와 文化/ 天主敎의 傳來

25 李丙燾 國史大觀 1948 새 施設과 새 文化의 發芽/ 英․正時代의 文運

26 李弘稙 外 國史新講 1958 學問的인 反省과 文運의 隆

27 李基白 國史新論 1961 文化의 革新的 氣運

28 유홍렬 한국문화사 1950 실학의 흥기

29 金得榥 韓國思想의 展開 1950 朝鮮我意識의 擡頭

30 玄相允 朝鮮儒學史 1949 經濟學派의 出現과 風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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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실학’ 련 장 제목에서 추출한 주요 어휘들을 빈도수에 따라 열거하면 체

로 문화(15), 정(5), 문운(4), 문학(2), 문명(2), 정조(2), 정약용(2) 등의 순서

이다. 이는 ‘실학’이라는 한국사 지식의 타이틀이 ‘실학’으로 표상되지 못했고, 주

로 ‘ 정’ 시 의 ‘문화’나 ‘문운’의 일부로서 ‘실학’에 한 지식이 꾸며져 왔음을 

의미한다. 

<표 2> 30종 한국사의 ‘실학’ 련 장 제목에서 추출한 주요 어휘 일람

# 표 단어

1 實學 實學(1)/ 國學(1)/ 學風(1)/ 經濟學派(1)/ 朝鮮我(1)/ 天主敎(1)

2 文化 文化(15)/ 文運(4)/ 文學(2)/ 文明(2)/ 微光(1)

3 政治 政治(1)/ 治(1)/ 文治(1)/ 治世(1)/ 中 (1)

4 英正 英正(5)/ 英祖(2)/ 正祖(2)/ 丁若鏞(2)/ 八賢(1)/ 學 (1)

의 표에서 보듯 한국사 교과서 내지 한국사 개설서에서 추출한 ‘실학’ 련 

장 제목은 ‘ 정’과 ‘문화’에 집 해 있는데, 이는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이 기본

으로 정조 시  문화라는 념 에서 구축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며 한국사 교과서 내지 한국사 개설서에서 발 되는 ‘실학’의 역사

의미론을 추구하기 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물음이 가능하다. 

첫째, 한국 근  역사학에서 ‘ 정’과 ‘문화’, 그리고 ‘실학’에 한 기 인 지

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의 제2장 제1  ｢玄采와 朴晶東 : 文化, 英正

祖, 丁若鏞｣은 이에 한 서술이며 <표 1> #1~#3의 역사책을 상으로 한다. 

둘째, 정조의 ‘문화’에 한 지식으로서 ‘실학’은 어떻게 확장되고 있었는가? 

이 의 제2장 제2  ｢黃義敦, 權悳奎, 張道斌 : 文化와 儒敎｣는 이에 한 서술

이며 <표 1> #4~12의 역사책을 상으로 한다. 

셋째, 처음으로 ‘실학’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실학’에 한 체계  지식을 창

출한 문헌은 무엇이었으며 이후 어떤 향을 미쳤는가? 이 의 제2장 제3  ｢崔

南善 : 朝鮮學으로서의 實學｣은 이에 한 서술이며 <표 1> #13~#19의 역사

책을 상으로 한다. 

넷째, 해방 이  형성된 ‘실학’이 해방 이후 겪었던 지식의 변화와 개념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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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은 무엇인가? 이 의 제3장 제1  ｢한국 통사 술들의 상이한  ① : 西

學과 淸學｣, 제3장 제2  ｢한국 통사 술들의 상이한  ② : 實事求是, 利用

厚生, 經世致用｣은 이에 한 서술이며 각각 <표 1> #20~#23의 역사책, 그리

고 <표 1> #24~#27의 역사책을 상으로 한다. 

다섯째, 일반 한국사와 다른 특정한 분야사 술에서는 ‘실학’ 지식을 어떤 개

념 에서 구축하고 있었는가? 이 의 제3장 제3  ｢문화사, 사상사, 유학사 

술들의 상이한 제안 : 新文化, 朝鮮我, 經國濟民｣은 이에 한 서술이며, <표 1> 

#28~#30의 역사책을 상으로 한다. 

이 의 심은 일차 으로 20세기 한국 사회에 출 한 한국사 교과서와 한국

사 개설서를 통해 조선후기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

해 학술 개념으로서 ‘실학’의 정합성을 살피고자 하는 데 있다. 1960년  이래 

한국사학계에서 본격 인 ‘실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앞서 이미 ‘실학’에 

한 다양한 역사 지식이 한국사 통사 작에서 선행하고 있었음을 돌아 으로

써 ‘실학’ 연구사와 구별되는 ‘실학’ 지식사의 역이 개척되기를 기 한다.

2. 해방 이  한국 통사와 ‘실학’ 지식의 형성

1) 玄采와 朴晶東 : 文化, 英正祖, 丁若鏞

갑오개  이후 근  학제에 따른 신교육의 실시를 배경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가 출 하 다. 이것들은 통 인 편년체에 따라 

한국 통사를 기술하기도 했지만 차 신사체에 따라 주제별로 장 을 마련하여 

한국사 지식을 체계화하고 있었다.2)2)이 가운데 玄采의 �東國史略�3)과3)�幼年必

2) 갑오개  이후 신사체 한국사 도서 에서 통사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는 玄采의 �東國史

略�(1906)과 사립학교 교수용 각종 등 역사책(鄭寅琥․朴晶東․安鍾和․柳瑾 등의 책), 

그리고 黃義敦의 �(中等敎科) 大東靑史� 등이 있는데, 이 에서 근 사학의 시작으로 평

가받는 것은 황의돈의 �( 등 교과) 동청사�이다(조동걸, 1994 ｢근  기의 역사인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3) 채의 �동국사략�은 (1906)의 서명은 ‘東國史略’이었으나 재 (1907)과 삼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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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4)4)그리고 朴晶東의 �初等本國略史�5)는5)주제별로 장 이 갖추어진 신사체 

역사책 에서 특정한 장 제목이 ‘실학’ 지식을 구성하는 키워드를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즉, �동국사략� 권3 ｢文化及黨爭｣, �유년필독� 권4 ｢제19과 本朝歷代 

十四｣․｢제20과 丁若鏞｣, 그리고 � 등본국약사� 권2 ｢제15 英祖의 德政｣․｢제

16 正祖時代의 文學｣․｢제17 丁若鏞의 不遇｣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장 제목에 

직 으로 ‘문화’, ‘정조시 ’, ‘정약용’ 등을 기입했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기

반하여 정조시  문화로서의 실학이라는 의미가 성립할 가능성을 단한다.6)6) 

논의의 편의를 해 채와 박정동의 한국사 술에서 조선시   ‘실학’ 련 

목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에 들어와 ‘中等敎科 東國史略’으로 변화했다. 특정한 을 가리키지 않을 경우 ‘동국사략’

이라 통칭하기로 한다(이신철, 2013 ｢ 한제국기 역사교과서 편찬과 근 역사학: �동국사

략�( 채)의 당 사 서술을 통한 ‘국민 만들기’를 심으로｣ �역사교육� 126, 124면). 다만 

이 에서는 직 으로 삼 을 참조했기에 각주에서 ‘ 등교과 동국사략’이라는 제목을 

취하기로 한다.

4) �유년필독�은 순연한 한국사 도서는 아니고 �幼年必讀釋義�에서 밝혔듯 한국의 역사와 지

리  세계 사정을 심으로 엮은 학서이다. 채의 학서의 책으로서는 �初等 學�과 

�新纂初等 學�의 간 단계에 치해 있고, 국권 회복의 목 과 자국의식의 함양에 투철

한 성격이 있어서, 미주 지역에서 �國民讀本�의 이름으로 재간되었다(최기 , 1997 ｢교과

서 �유년필독�과 국민계몽｣ �한국근 계몽운동연구�, 일조각). 다학문  내용을 시 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 복합 인 한국 통사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5) � 등본국약사�의 명목상 편찬자는 士團이나 실질  편찬자는 박정동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동의 � 등본국약사�와 鄭寅琥의 �初等大韓歷史�는 한제국기 ‘近代史學的 敎科書’

로 일 부터 주목받았는데 조선 말기 당 사에 해 자는 일본 지배 권력에 한 순응

 , 후자는 항  의 상반된 계에 있었음이 지 된다(김여칠, 1985 ｢개화후기

의 국사교과서연구( )｣ �논문집� 18, 서울교육 학교; 김여칠, 1986 ｢개화후기의 국사교

과서연구(하)｣ �논문집� 18, 서울교육 학교).

6) 채의 �유년필독�과 박정동의 � 등본국역사�는 ‘실학에 한 개항기의 심’이라는 

에서 이미 선행 연구에서 주목한 바 있으나 단지 정약용에 한 심을 지 하는 선에

서 그쳤다(조 , 2004 앞의 논문). �유년필독�은 정조의 시 와 정약용을 한 묶음으로 이

해하고 있고 � 등본국역사�는 조의 치세, 정조의 치세, 정약용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두 문헌에서 간취되는 ‘실학’ 지식과 련해서는 사실 이 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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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玄采와 朴晶東의 한국사 술에서 조선시  목차  ‘실학’ 련 목차

玄采, 東國史略 玄采, 幼年必讀 朴晶東, 初等本國略史

권3 近世史

朝鮮記 上

四祖世譜

世宗治蹟

世祖靖難

大全의制定

士林의禍及外交

壬辰亂

권4 近世史 

朝鮮記 下

滿洲入寇及講和

文化及黨爭

(※ 黨爭起於書院, 禁書院疊設

毁祠院, 許浚醫術, 韓濩書法, 曆

法, 鄭斗源進西洋書籍及器械, 始

行時憲曆, 貨幣, 常平通寶, 人民

知錢之便利, 禁採掘鑛山, 黨派

之始東人西人, 南人北人, 大北

北, 中北骨北肉北, 淸西功西

老西 西, 淸南濁南, 庚申大黜

陟, 老論 論, 南人大用, 殺金壽

恒, 殺朴泰輔, 殺宋時烈, 南九萬

爲領相, 改南人政, 東宮代理, 肅

宗崩景宗立, 延礽君 東宮, 東

宮聽政, 壬寅獄, 景宗崩英祖立, 

用老論, 李麟佐擧兵, 禁士人論

朝廷及上疏, 英祖政治, 法典纂

輯, 大全通編, 英祖正祖時纂輯

書籍, 朝鮮第二回振 , 英祖

東宮, 東宮聽政, 正祖皇帝立, 洪

國榮拜大 世道始初, 洪國榮廢

黜, 政治實權常在吏胥, 大院君

用人不拘黨派)

外戚及宗親의秉權

歐米及淸日의關係

附甲午後十年記事

乙巳新條約

海牙事件及禪讓

隆熙時事

권3

제1과 本朝歷代 一

제2과 本朝歷代 二

제3과 政體 一

제4과 政體 二

제5과 政體 三

제6과 三角山

제7과 漢江

제8과 本朝歷代 三

제9과 黃喜

제10과 本朝歷代 四

제11과 本朝歷代 五

제12과 孫舜孝

제13과 九港口三開 場

제14과 島嶼

제15과 本朝歷代 六

제16과 本朝歷代 七

제17과 本朝歷代 八

제18과 壬辰亂

제19과 尹斗壽 一

제20과 尹斗壽 二

제21과 李舜臣

제22과 人蔘

제23과 나무

제24과 我國我身

제25과 血竹歌 一

제26과 血竹歌 二

제27과 金德齡 一

제28과 金德齡 二

제29과 關東八景

제30과 젹은 일을 賤다 말 

일 一

제31과 젹은 일을 賤다 말 

일 二

제32과 鄭起龍

제33과 愛本國

권4

제1과 學問 一

제2과 學問 二

제3과 本朝歷代 九

제4과 李元翼 一

제5과 李元翼 二

제6과 本朝歷代 十

권2

제1 太祖高皇帝의 創業

제2 太宗大王의 活字新鑄

제3 世宗大王의 國文親製

제4 音 과 簡 臺

제5 金宗瑞의 北坊開拓

제6 南怡의 怨死

제7 李滉의 道學

제8 李珥의 先覺

제9 光國三臣의 外交

제10 壬辰의 亂

제11 鄭忠信의 討

제12 丙子의 亂

제13 孝宗大王의 北伐經營

제14 李麟佐의 亂

제15 英祖의 德政

제16 正祖時代의 文學

제17 丁若鏞의 不遇

제18 洪景來의 亂

제19 大院王의 執政

제20 丙寅의 亂

제21 辛未의 擾

제22 外國의 通商

제23 壬午의 變

제24 甲申改革의 未遂

제25 甲午改革의 發端

제26 改革의 中止

제27 國號의 改稱

제28 日本과의 新協約

제29 今上陛下의 登極

제30 皇太子의 日本留學

제31 地方巡狩

제32 東籍田의 親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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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채의 �동국사략� ｢文化及黨爭｣은 조선후기의 ‘문화’와 ‘당쟁’을 서술했

는데, 이 책이 여기서 조선후기 ‘문화’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조와 정조가 

호학의 군주로 문헌 편찬에 힘써 조선의 문헌이 이 시기에 가장 성 했다는 것

이고, 조선 기 성종 때에 매우 발달했다가 양난으로 침체한 조선의 문화가 숙

종 때의 회복기를 거쳐 조와 정조의 이 시기에 이르러 다시 융성해져 조선의 

두 번째 진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7)7)이것은 조선시  문화의 융성이라는 

7) �(中等敎科) 東國史略� 권4, ｢文化及黨爭｣ <朝鮮第二回振 > “…朝鮮의 文化 成宗時에 

至야 極히 發達고 其後衰運에 趨다가 日本入寇及滿洲入寇을 被後로 더욱 萎靡

不振더니 肅宗時에 漸漸回復고 英祖, 正祖時에 至야 다시 隆盛 域에 致니 此  

제7과 本朝歷代 十一

제8과 鄭忠信

제9과 悔改일 一

제10과 悔改일 二

제11과 學問을 自修 일 一

제12과 學問을 自修 일 二

제13과 林慶業 一

제14과 林慶業 二

제15과 本朝歷代 十二

제16과 本朝歷代 十三

제17과 人類 一

제18과 人類 二

제19과 本朝歷代 十四

제20과 丁若鏞

제21과 淸國

제22과 露國

제23과 日本

제24과 美國

제25과 獨立歌 一

제26과 獨立歌 二

제27과 獨立歌 三

제28과 本朝歷代 十五

제29과 本朝歷代 十六

제30과 本朝歷代 十七

제31과 本朝歷代 十八

제32과 猶太와 波蘭 國民

제33과 臥薪嘗膽

文化及黨爭 제19과 本朝歷代 十四

제20과 丁若鏞

제15 英祖의 德政

제16 正祖時代의 文學

제17 丁若鏞의 不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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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선 기 성종의 치세와 상응하는 조선후기 정조의 치세를 상정한 것

이다. 그럼에도 ‘文化가 蔚然야 洋洋히 太平氣象이 隆盛’8)8)성종의 치세와 비

교하면 정조의 치세는 ‘一面에 黨派의 軋轢이 甚고 一面에 文化의 進步

가 日盛’9)한9)특수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文化及黨爭｣이라는 제목은 한

편으로 정조의 치세가 당쟁에서 문화로 환하는 시기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

로 당쟁과 문화가 병존하는 이 인 시기 음을 표 하는 것이었다.10)10)

문화 융성의 시각에서 정조의 흥을 부각하는 �동국사략�의 사안은 박정동

의 � 등본국약사�에서도 별반 다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조선후기 ｢이

인좌의 난｣과 ｢홍경래의 난｣ 사이에 ｢ 조의 덕정｣․｢정조시 의 문학｣․｢정약

용의 불우｣를 차례로 배치하여 역시 정조 시 에 역사  동질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의 치세에 해서는 ‘나라이 다사리고 百姓이 便安야 太平時代이

라 일컷나니라’고 기술하 고,11)11)정조의 치세에 해서는 ‘國中에 學士와 詩人이 

輩出야 우리나라의 文化가 이 에 가쟝 盛니라’고 기술하 다.12)12)이것은 

조의 치국와 안민을 거쳐 정조의 문화 발달이 이루어졌음을 말한 것인데 조선시

 문화 극성기를 정조의 치세에서 구한다는 것이 이채롭다. 정조의 치세에 이

어 다시 ‘正祖皇帝  사람’ 정약용을 소개했는데, 정약용이 경제, 법률, 지리 등 

온갖 학술에 정통한 술가로 정치의 ‘改良一新’에 뜻이 있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해 실행하지 못했음을 기술하 다.13)13)이는 정조 치세의 문화 극성기를 배경으

 實로 第二回振 이오이다…”

 8) �(中等敎科) 東國史略� 권3, ｢大全의 制定｣.

 9) �(中等敎科) 東國史略� 권4, ｢文化及黨爭｣ <英祖 東宮>.

10) 채의 �동국사략�은 林泰輔의 �朝鮮史�와 �朝鮮近世史�를 참조해 기본 골격을 구성했

기 때문에 종래 일본 식민사학의 향을 의받아 한국 근  역사학의 개척자로서 극

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동국사략�의 ｢文化及黨爭｣이라는 제목이나 그 내부 구성은  

�조선근세사�를 따르고 있지만, 조선의 정조 시 에 하여 ‘朝鮮第二回振 ’이라 평가

하여 소제목을 붙여  것은 임태보의 작에 보이지 않는 채 스스로의 표 이었다. 

채의 �동국사략�과 임태보의 �조선근세사�의 차이에 해서는 이신철, 2013 앞의 논문 

참조.

11) �初等本國略史� 권2, 제15 ｢英祖의 德政｣.

12) �初等本國略史� 권2, 제16 ｢正祖時代의 文學｣.

13) �初等本國略史� 권2, 제17 ｢丁若鏞의 不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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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약용이 학술을 연구해 조선의 정치 개 까지 지향했음을 뜻한다. � 등본

국약사�는 이처럼 정조의 시 를 순차 으로 ‘ 조-정조-정약용’, 그리고 ‘치국

안민-문화극성-정치개량’으로 서술함으로써 정조 시 의 ‘실학’ 지식을 구성하

는 를 제공하 다.

박정동의 � 등본국약사�와 달리 채는 �동국사략�에서 정약용에 한 별도

의 단원을 두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천주교 역사를 약술하는 자리에서 정약용이 

‘九流百家에 無所不通’이고 ‘經濟學에 尤甚’하여 ‘本朝五百年來에 第一名儒’라고 

칭송하 다.14)14)나아가 그의 다른 술 �유년필독�에는 정약용에 한 별도의 단

원을 마련했는데, 이 책은 정약용에 앞서 정조의 치세에 있었던 법 의 정비와 

천주교 래를 간략히 언 했고,15)15)이어 ‘正祖時人’ 정약용에 해 제자백가에 

정통하고 세상 사리를 꿰뚫는 ‘我東五百年來 第一經濟大家’라 칭송하 으며 정약

용이 ‘國民을 開 코자’ 술에 힘썼는데 그 술이 ‘近來 文明 學問家’와 거의 

같다고 평가하 다.16)16)이는 한제국기 정약용을 ‘我國 經濟學 大先生’, ‘一代 經

濟 大方家’, ‘大韓 經濟 先生’이라 칭했던 한제국기의 사회 인 17)을17)이어

받되 ‘국민 개도’와 ‘문명 학문’의 빛깔을 부각한 것이다. 

이 밖에 安鍾和의 �初等本國歷史�는 한국사의 시 마다 맨마지막에 각각 ‘상

고의 문화’, ‘ 고의 문화’, ‘근고의 문화’, ‘근세의 문화’를 편장하여 시 별 문화

사를 편리하게 일람하는 형식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이후 한국 통

사에서 정치사 심의 시 사를 기술한 다음 부록으로 문화사를 덧붙이는 한국

사 서술 방식의 효시가 되었다.18)18)

체 으로 이 시기는 문화, 정조, 정약용 등 후일 ‘실학’ 지식을 구성하는 

14) �(中等敎科) 東國史略� 권4, ｢外戚及宗親秉權｣.

15) �幼年必讀� 권4, 제19과 ｢本朝歷代 十四｣.

16) �幼年必讀� 권4, 제20과 ｢丁若鏞｣.

17) �皇城新聞� 1899년 4월 17일, 논설; �皇城新聞� 1899년 5월 18일, 논설; �皇城新聞� 1899

년 8월 3일.

18) 안종화의 � 등본국역사�에는 제1장 제6  ｢상고의 문화｣, 제2장 제11  ｢ 고의 문화｣, 

제3장 제6  ｢근고의 문화｣, 제4장 제26  ｢근세의 문화｣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제3장 제6

 ｢근고의 문화｣는 고려 문화가 매우 진보했고 공 도 발달했음을 특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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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요소가 두해서 정조 시  문화 상으로서의 ‘실학’을 이해하는 계제

가 들어섰다고 평할 수 있겠다.

2) 黃義敦, 權悳奎, 張道斌 : 文化와 儒敎

채와 박정동을 심으로 1900년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낸 정조의 문화 

발 과 학문가의 출 이라는 기본 구도는 1920년  한국사 교과서에도 그 로 

계승되었다. 1920년 의 표 인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로 손꼽히는19)황의돈19)과 

권덕규20)의20)한국사 서술에서 이러한 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黃義敦

의 역사책 �(中等敎科) 大東靑史�(1909)(이하 �大東靑史�)와 �新編朝鮮歷史�

(1923), 權悳奎의 역사책 �朝鮮留記�(1926)와 �朝鮮留記略�(1929)의 조선시  

 ‘실학’ 련 목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黃義敦과 權悳奎의 한국사 술에서 조선시  목차  ‘실학’ 련 목차

19) 황의돈의 한국 통사 술로는 해방 이  �( 등교과) 동청사�․�신편조선역사�(192

3)․� 등조선역사�(1926), 그리고 해방 이후 � 등국사�(1945)․� 등국사�(1945) 등

이 있다. 이 가운데 �( 등교과) 동청사�는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 계열의 책 에서는 

최 의 한국 통사이고, �신편조선역사�는 황의돈의 가장 표 인 한국사 개설서이며,  

� 등조선역사�는  친화 인 방향에서 �신편조선역사�를 보완한 책이었다. �신편조

선역사�와 � 등조선역사�에 해서는, 박종린, 2014 ｢‘조선사’의 서술과 역사지식 

화｣ �역사문제연구� 31 참조. � 등국사�와 � 등국사�에 해서는, 민성희, 2015 ｢해방 

직후(1945~1948) 황의돈의 국사교육 재건 활동｣ �역사교육연구� 21 참조. 

20) 권덕규의 한국 통사 술로는 해방 이  �조선유기(상)�(1924)․�조선유기( )�(192

6)․그리고 이를 요약한 �조선유기략�(1929)이 있으며 해방 이후 다시 이를 재간한 �조

선사�(1945) 등이 있다. 권덕규의 이와 같은 한국 통사 술들의 조선시 사 인식에 

해서는, 박걸순, 2016 ｢애류 권덕규의 ‘조선생각’과 근세사 인식론｣ �애산학보� 42 참조.

黃義敦, 大東靑史 黃義敦, 新編朝鮮歷史 權悳奎, 朝鮮留記 權悳奎, 朝鮮留記略

近古史

제3편 文 武衰時代

제1장 蒙古의 壓制 及 

裵仲孫의 奮起

제2장 征討日本 及 哈丹

의 入寇

제3장 元賊의 虐焰

제4장 征討元賊 及 國權

제4편 近世史

제1장 李氏朝鮮의 建國

과 王位繼承의 戰亂

제2장 太世兩宗의 文治

제3장 太世兩宗의 武功

제4장 世祖의 革命

제5장 世祖의 文治와 

武功

제3편 近世史

제10장 朝鮮時代

제1  朝鮮의 太祖

제2  骨肉의 相殘

제3  世宗의 文治와 南

北征  六鎭開拓

제4  五敎兩宗의 倂合

과 正音의 

近世史

제4편 李朝時代

제1장 朝鮮의 創業과 骨

肉의 相殘

제2장 世宗의 功德

제3장 世祖의 簒立과 이 

뒤의 治蹟

제4장 李朝初의 制度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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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復

제5장 辛氏의 亂

제6장 外敵의 關係

제1  崔瑩의 雄略

제2  日本의 入寇

제7장 高麗의 衰亡

제8장 太祖의創業及世宗

의政治

제9장 野人及日本의 征伐

제10장 世祖의 革命及成

宗의 政治

제11장 士林의 禍亂

제12장 東北二敵의 關係

제13장 壬辰亂

제1  致亂의 原因及賊

兵의 三道入寇

제2  大駕의 西巡

제3  義勇兵의 四起

제4  權慄의 大捷과 李

舜臣의 偉蹟

제5  明兵의來援及日兵

의敗走

제6  賊兵의 再寇及敗走

제7  講和及結論

제14장 光海의 虐政과 

仁祖의 革命及李 의 亂

제15장 滿洲의 關係

제1  深河役及丁卯亂

제2  滿洲의 絶和及入寇

제3  淸의 徵兵及北伐

의 經營

제16장 四色의 分爭

제1  四色의 分裂

제2  閔后의 廢黜 及 

辛壬의 亂

제17장21)
21)英祖及正祖의 

政治와 權臣의 世道

제18장22)
22)宗敎及文學

제6장 成宗의 文治와 武

功

제7장 燕山主의 亂政과 

中宗의 革命

제8장 三勳의 勸과 三

浦의 亂

제9장 士禍의 屢起와 奸

臣의 橫 (上)

제10장 士禍의 屢起와 

奸臣의 橫 (下)

제11장 日兵의 侵入과 

權奸의 屛逐

제12장 宣祖의 初政과 

黨爭의 分裂

제13장 壬辰의 亂 (一)

제14장 壬辰의 亂 (二)

제15장 壬辰의 亂 (三)

제16장 丁酉再亂

제17장 黨爭의 復起

제18장 光海主의 虐政

제19장 滿洲征伐

제20장 仁祖의 革命과 

李 의 亂

제21장 滿洲(淸)의 入寇

제22장 亂後의 關係와 

北伐의 經營

제23장 黨爭의 激烈 (一)

제24장 黨爭의 激烈 (二)

제25장 黨爭의 激烈 (三)

제26장 英正兩朝의 文治

제27장 國政의 腐敗와 

洪景來의 革命亂

제28장 戚臣의 橫

제29장 李朝의 文化(一)

제30장 李朝의 文化(二)

제5  世祖의 簒立

제6  世祖의 武功, 文

治와 刊經都監의 設置

제7  成宗의 文治

제8  士林의 厄禍

제9  中宗의 反正

제10  己卯士禍

제11  奸凶의 弄權과 

乙巳士禍

제12  儒敎의 隆盛과 

佛敎排斥

제13  宣祖의 承統

제14  南北의 寇警

제15  東西黨의 分裂

제16  壬辰의亂 一

제17  壬辰의亂 二

제18  北, 西黨의 分裂

제19  滿洲의 起와 

朝鮮과의 關係

제20  仁祖의 反正

제21  李 의 叛

제22  僧兵의 設置

제23  滿洲의 入寇

제24  明에 한 誼

와 孝宗의 雄志

제25  黨爭의 飜覆

제26  安龍福의 辨과 

白頭山의 定界

제27  老, 論의 相軋

제28  英, 正의 治와 

學 의 輩出

제29  勢途의 始와 蕩

論以後의 黨議

제30  天主敎의 輸入

제31  國政의 腐敗와 

洪景來의 擧兵

제32  哲宗의 迎入, 金

氏의 橫과 東學의 創

始

제33  光武帝의 承統과 

大院君의 攝政

제34  西敎徒의 虐殺과 

佛, 米 軍艦의 來襲

제35  朝鮮의 國權과 

朝, 日 通商

제36  壬午의 軍變과 

各國과의 通商

文化

제5장 燕山의 失政과 士

禍의 續出

제6장 佛敎의 衰殘, 儒

敎의 隆盛과 文化

제7장 外交의 槪要와 南

北寇警

제8장 黨爭과 外寇

제9장 光海의 失政, 仁

祖의 革命과 李 의 

叛亂

제10장 僧兵의 設置

제11장 滿洲의 入寇와 

孝宗의 雄志

제12장 黨爭의 飜覆

제13장 安龍福의 辨과 

白頭山의 定界

제14장 論의 相軋

제15장 文運의 隆昌

제16장 天主敎의 輸入과 

邪獄

제17장 國政의 腐敗와 

洪景來의 擧兵

제18장 光武帝의 承統과 

大院君의 攝政

제19장 壬午軍亂과 甲申

政變

제20장 東學亂과 日本의 

간섭

제21장 朝鮮의 文化

제22장 國號의 改稱과 

日露戰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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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황의돈은 조선시 를 文武의 흥쇠로 보는 의식이 강했는데, � 동청사�

에서 조선시 를 근고사 곧 ‘文 武衰時代’라고 이름붙인 것이나 �신편조선역사�

에서 조선 기 태종․세종과 세조와 성종의 치세에는 ‘문치’와 ‘무공’을 기술했

음과 달리 정조의 치세에 해서는 단지 ‘문치’를 기술했던 데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황의돈은 채의 �동국사략�의 향을 받아 � 동청사�에서는 조선 기 

성종의 문화와 정치가 ‘五百年來의 第一隆盛 時代’라 기술했고,25)25) 조를 이은 

정조의 치세에 정치와 문화가 찬란하여 세종과 성종의 문화 수 을 거의 회복해

서 ‘本朝의 第二回 振  時代’라고 기술했다.26)26)그런데 �신편조선역사�에 들

어와서는 세종의 문화와 승평(‘李朝史上에 第一期 黃金時代’),27)27)성종의 치화와 

문풍(‘李朝史上에 第二期 黃金時代’),28)28)정조 때 조선 문화의 정(‘李朝史上에 

第三期 黃金時代’)29)으로29)조선시  문화 진보의 세 국면을 말했는데, 이는 정조

21) �大東靑史�에는 ‘제16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22) �大東靑史�에는 ‘제17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23) �大東靑史�에는 ‘제16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24) �大東靑史�에는 ‘제17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25) �大東靑史� 제3편 제10장 ｢世祖의革命及成宗의政治｣.

26) �大東靑史� 제3편 제16장 ｢英祖及正祖의 政治와 權臣의 世道｣.

27) �新編朝鮮歷史� 제4편 제2장 ｢太世兩宗의 文治｣.

28) �新編朝鮮歷史� 제4편 제6장 ｢成宗의 文治와 武功｣.

29) �新編朝鮮歷史� 제4편 제26장 ｢英正兩祖의 文治｣.

제37  甲申의 政變

제38  露國勢力의 展開

제39  東學의 亂과 日

本의 干涉

제40  北界의 再勘

제41  朴泳孝의 再次亡

命과 乙未事變

제42  日, 露의 韓政

策과 日, 韓 國防同盟

제43  朝鮮의 文化

제17장23)
23)英祖及正祖의 

政治와 權臣의 世道

제18장24)
24)宗敎及文學

제26장 英正兩朝의 文治

제29장 李朝의 文化 (一)

제30장 李朝의 文化 (二)

제28  英, 正의 治와 

學 의 輩出

제43  朝鮮의 文化

제15장 文運의 隆昌

제21장 朝鮮의 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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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세를 조선 문화의 극성기로 보는 박정동의 � 등본국약사�의 을 취한 

것이었다.

권덕규 역시 조선 세종, 세조, 성종의 ‘문치’와 정조의 ‘치’를 서술했는데, 성

종의 ‘문치’에 해서는 근세의 至治가 극도에 이르 다고 평가했고,30)30) 정조의 

‘치’에 해서는 임진왜란 이후 축된 문화가 숙종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정조에 이르러 융성해졌음을 기술했는데31)
31)이는 채의 �동국사략�과 동일한 서

술 방식이었다. 그러나 특기할 은 �조선유기�에서 ｢ 정의 치와 학자의 배출｣

이라는 장 을 통해 정조의 문화 융성 결과 배출된 학자들, 곧 이익을 필두로 

오늘날 조선후기 ‘실학자’로 분류하는 학자들을 처음으로 상세히 소개했다는 사

실이다.32)32)단지 ‘실학’이라는 어휘가 없을 뿐 정조의 학자라는 개념으로 오늘

날의 ‘실학자’의 역사상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유

형원이 제외되고 이익부터 소개된 것은 정조의 문화라는 기 에 충실한 선별

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서 안종화의 � 등본국역사�가 한국 통사로서 처음으로 시 사 끝에 문화사

를 첨부하는 형식을 도입했음을 언 했지만, 황의돈의 �신편조선역사�와 권덕규

의 �조선유기�도 이 형식을 용하여 조선시  편의 맨마지막에 문화사 항목을 

배치하 음이 확인된다.33)33)�신편조선역사�는 ｢이조의 문화｣에서 조선의 한문학, 

국문학, 철학, 사학, 천문역상학, 경학, 학, 의학, 지리학, 백과학 등의 명한 

학자를 소개했는데, 오늘날의 ‘실학’ 지식과 련해 주목되는 것은 한문학 분야

에서 정조에 문치가 행해져 박지원․홍양호․홍석주․김매순 등 ‘문호’가 배출

되었고 ‘동국  특종문학’과 ‘열열자유의 동국  자가시’가 쏟아져 나와 ‘조선문

30) �朝鮮留記� 제3편 제7  ｢成宗의 文治｣.

31) �朝鮮留記� 제3편 제28  ｢英, 正의 治와 學 의 輩出｣.

32) �朝鮮留記� 제3편 제28  ｢英, 正의 治와 學 의 輩出｣ : 이익의 博學純正, 이상정의 禮

說, 신경 ․정약용의 證學, 안정복  이희령․이 익․한치윤의 史學, 홍 용의 泰西

地震說, 박지원의 조선  문체, 이덕무 등의 漢詩 四家, 홍계희와 박성원의 韻學, 황윤석

의 語源學, 이 사의 筆과 김홍도의 畵, 강명길의 醫學, 이언진과 윤행임의 才藝를 거례

하 다.

33) �新編朝鮮歷史� 제4편 제29장 ｢李朝의 文化(一)｣ 제30장 ｢李朝의 文化(二)｣; �조선유기�

제3편 제43  ｢朝鮮의 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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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황 시 ’를 열었음을 서술한 것, 그리고 이익․유형원․정약용 등 ‘백과학

자’가 제반 분야에서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동양학술상 백과 서’를 산출했음을 

서술한 것이다.34)34)이는 황의돈의 경우 권덕규와 달리 정조의 문인학자를 굳이 

따로 선별해 별도의 장 로 독립시켜 소개할 생각은 없었으나 그런 가운데 ‘조

선문학의 황 시 ’의 ‘문호’들, 그리고 ‘동양학술상 백과 서’를 만든 ‘백과학자’

들에게 심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유기� 역시 ｢조선의 문화｣에서 국문학

자, 국시가, 한문학, 술, 역상학, 지도학, 의학, 농학, 수학, 감여, 복서, 학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과 명 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사찬 술의 명작으로 제시된 

것들은 상당수 오늘날 ‘실학자’로 손꼽히는 인물들의 작품이다.35)35)

황의돈과 권덕규는 정조의 문화라는 에서 선별되는 특정한 문인학자들

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아직 ‘실학’ 는 이와 상응하는 뚜렷한 범주  

개념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은 이들이 시하는 ‘문화’의 척 에 ‘유

교’라는 립자를 상정하고 있었는데 ‘문화’와 ‘유교’의 이러한 립 계는 훗날 

‘실학’과 ‘유교’의 립 계를 비하는 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황의

돈은 � 동청사�에서 유교에 당쟁의 에토스가 내재해 있고 유교가 實을 상실했

으며 유교가 국민에게 노  근성을 주입시켰다고 신랄하게 비 했다.36)36)그런데 

�신편조선역사�에서는 같이 유교의 폐해를 말해도 이를테면 학문 인 천재가 

유학자의 공격을 당하면 ‘自由活潑 新理想 新學說이 寂然無聞’  되는 상황, 

곧 유교의 엄숙주의 때문에 학문의 자유로운 발 이 좌 되는 상황을 문제시하

고 있어 주목된다.37)37) 를 들어 그는 17세기 송시열의 윤휴 비 을 유학자가 

천재를 공척하는 상황으로 간주했다. 이것은 정확히 ‘유교’-‘문화’의 이항 립을 

제로 유교의 본질 인 문제를 비 한 것이다. 그가 조선 시인 朴誾을 국 시

34) �新編朝鮮歷史� 제4편 제30장 ｢李朝의 文化(二)｣.

35) �朝鮮留記� 제3편 제43  ｢朝鮮의 文化｣ : 사찬 술의 명작으로 소개된 것들은 유계의 

�여사제강�, 오유의 �동사찬요�, 임상덕의 �동사회강�, 이희령의 �약 만록�, 신경 의  

�강계지�, 안정복의 �동사강목�, 정약용의 �여유당집�, 권문해의 � 동운부군옥�, 유형원

의 �반계수록�, 이익의 �성호사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산고�, 서유계의 �산림경제�, 

김정호의 � 동지지�, 최한기의 �추측록� 등이다.

36) �大東靑史� 제3편 제17장 ｢宗敎及文學｣.

37) �新編朝鮮歷史� 제4편 제29장 ｢李朝의 文化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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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턴에 비유하고 조선 유학자 奇正鎭을 그리스 철학자 라톤에 비한 것도38)
38) 

조선의 문 나 학술에서 ‘유교’로 굴 되지 않고 ‘문화’의 정수를 유지하고 있다

고 단되는 상에 한 애정어린 표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체 으로 보면 

조선시 의 문화  황 시 라는 것은 유교  심리가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조선 학술에는 참신한 성격의 자유롭고 개척 인 ‘理想’이 결핍되었고 조선 술

에는 삼국시 에 보이는 ‘活潑美麗’한 작품이 부재했다는 비 인 결론에 이르

고 만다.39)39)여기에는 조선 말기의 말폐 인 유교에 한 치열한 비 의식이 개

재해 있었을 것이다. �신편조선역사�는 정조의 문치로 문화의 극성이 야기되

고 그것이 문약의 폐풍으로 이어져 유교가 虛禮僞飾, 上抑下, 侵 攘奪의 수단

으로 형해화되어 국정의 부패로 귀결했음을 지 하고 있다.40)40)한편 권덕규의 경

우 조선 기 유교의 융성을 말하면서 정주학 심의 조선 유교가 老莊과 陸王을 

배척하여 애한 학풍이 발생했음을 지 하 고,41)41)역시 조선 유교에 언론자유

가 없어서 주로 성리학이 융성했지만 일면으로는 尹鑴․心大允의 ‘自由學派’와 

盧守愼․崔鳴吉․鄭齊斗의 ‘陽明學派’도 존재했음을 잊지 않았다.42)42) 

황의돈의 �신편조선역사�, 권덕규의 �조선유기�와 더불어 장도빈의 �朝鮮歷史

要領�(1923)도 1920년 의 주요 한국사 작이었다. 지은이 장도빈은 �조선역사

요령� 이외에도 �國史�(1916), �朝鮮歷史大全�(1928), �國史講義�(1946), �國史

槪論�(1954) 등의 한국 통사를 남겼다.43)43)이들 작의 조선시   ‘실학’ 련 

목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8) �新編朝鮮歷史� 제4편 제30장 ｢李朝의 文化 (二)｣.

39) 와 같음.

40) �新編朝鮮歷史� 제4편 제27장 ｢國政의 腐敗와 洪景來의 革命亂｣.

41) �朝鮮留記� 제3편 제10장 제12  ｢儒敎의 隆盛과 佛敎排斥｣.

42) �朝鮮留記� 제3편 제10장 제43  ｢朝鮮의 文化｣.

43) 장도빈의 한국 통사 술로는 해방 이  �국사�(1916)․�조선역사요령�(1923)․�조선역

사 �(1928) 등이 있고, 해방 이후 �국사강의�(1946)․�국사요령�(1950)․�국사개요�

(1952)․�국사개론�(1954) 등이 있다. 해방 이후 한국 통사 술은 그가 설립한 국사원

에서 출 되었다. 장도빈의 작과 논설에 해서는, 김희태, 2012 �산운 장도빈 연구�, 

동국  박사학 논문 별표 참조. 이 에서 이용한 장도빈의 한국 통사 술들은 �산운

장도빈 집�(산운기념사업회, 1982)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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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張道斌의 한국사 술에서 조선시  목차  ‘실학’ 련 목차

國史 朝鮮歷史要領 朝鮮歷史大全 國史講義 國史槪論

近世 

朝鮮時代

제37장 朝鮮 太

祖의 創業

제38장 太宗의 

政治, 世宗의 盛

德

제39장 世祖와 

成宗, 中宗과 明

宗

제40장 日本의 

入寇, 李舜臣의 

大功

제41장 淸國 入

寇, 黨爭의 弊害

제42장 朝鮮의 

末世, 日本의

侵略

제43장 韓國滅亡

제44장 朝鮮의 

文明과 政治制度

近世 

제1기 朝鮮의 

全盛

제36장 朝鮮의 

創業

제37장 世宗의 

功德

제38장 治蹟의 

繼續

제39장 士禍時代

제40장 外交槪要

제2기 朝鮮의 

衰弱

제41장 黨爭과 

外寇

제42장 季世의 

治亂

제43장 制度  

文化

제44장 朝鮮末

葉의 史要

近世

제1기 朝鮮의 全盛

제36장 朝鮮의 

創業

제37장 世宗의 

功德

제38장 治蹟의 

繼續

제39장 士禍時代

제40장 外交槪要

제2기 朝鮮의 

衰弱

제41장 黨爭과 

外寇

제42장 季世의 

治亂

제43장 制度  

文化

제4편 近世史

제49장 朝鮮 太祖

의 創業

제50장 太宗의 政

治와 世宗大王의 

盛德

제51장 世祖․成

宗時代, 中宗․明

宗時代

제52장 黨爭과 外

寇, 李舜臣의 偉功

제53장 亂과 淸

寇, 黨爭의 弊害

제54장 朝鮮의 政

治制度와 文明

近世史 

朝鮮史硏究의 大要

91. 朝鮮 太祖․太宗의 事大

主義

92. 太祖․太宗․世宗의 

中外交의 內容, 朝鮮은 自主

獨立國

93. 慕華思想의 亡國

94. 事大主義, 慕華思想의

亡國罪人

95. 文弱亡國의 極度狀態

96. 正義 없는 社

97. 儒敎의 失敗

98. 土地 自由

99. 形式倫理의 發達은 世界 

第一

100. 朝鮮時代 서울 戶口

101. 世宗大王의 國文 만든 

淵源

102. 李舜臣의 肖像과 龜船

103. 朝鮮時代의 八賢

104. 國學의 不振

105. 우리나라 故事

106. 滿洲와 日本 西部는 朝

鮮 屬藩

107. 世界가 朝鮮의 自主獨

立을 公認함

108. 朝鮮의 自主獨立은 馬

關條約으로 因하여 破壞되

었다

109. 三國史記 批評

제44장 朝鮮의 

文明과 政治制度

제43장 制度  

文化

10. 학술

제43장 制度  

文化

10. 학술

제54장 朝鮮의 

政治制度와 文明

제2 조선의 문명

학술

103. 朝鮮時代의 八賢

104. 國學의 不振

의 표에서 보듯 장도빈 역시 시 사의 끝에 문화사를 편장하는 형식을 용

하여 조선의 제도와 문명 는 문화에 해 서술하 다. 앞서 황의돈이나 권덕

규와 마찬가지로 장도빈의 �국사�는 채의 �동국사략�의 을 수용해 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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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당쟁과 외침 때문에 문화가 쇠퇴했으나 정조 시 에 문화가 부흥했다

고 인식하 고, 이 시 의 문화로 문학(박지원․유득공)․사학(안정복)․정치경

제학(정약용) 등을 열거하 다.44)44)정약용이 ‘정치경제학’으로 유명했다고 소개된 

것은 앞서 채의 �유년필독�에서 정약용이 ‘제일경제 가’로 표 된 1900년 의 

념이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장도빈은 �국사�에 이어 �조선역사요령�에서도 정

조시 의 조선 학술로 박지원(문)․유득공(시)․정약용(법률․경제학)․안정복

(조선사학)을 소개했고, 이 범 는 �조선역사 �에서 부분 으로 확 되었다.

이 게만 보면 장도빈도 조선후기 정조의 문화 부흥에 주목하고 정조시  

문 와 학술의 표자를 선별했다는 인상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조선

역사요령�과 �조선역사 �에서 공통 으로 주장한 것은 조선의 학술은 외

인 일부를 제외한 기타 각종 학술이 모두 퇴보했다는 것이었다. �국사�(1916)를 

수정한 �국사강의�(1952)는 나아가 조선 문명이 ‘발 (태조)-극성(세종)-쇠퇴

(연산군 이래)-더욱 퇴보(당쟁과 외침)-부흥( 정조시 )-아주 퇴보(말세)’의 

단계를 거쳤음을 명시하여 조선 문명의 최종 상태를 ‘아주 퇴보’로 못박기까지 

하 다.45)45)물론 �국사강의�는 조선시  문학과 유학이 발달했고 산수학, 천문

학, 법률학, 음악학, 의학  국사학, 정치경제학, 나아가 서양학술도 존재했음을 

서술하 다. 정조 시 에 천주교가 수입되어 ‘서양학술연구사상이 많이 진보’

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 문화를 숭배하는 조선 유학의 慕華思想 때문에 

조선의 고유문화와 독립사상이 타격을 받아 조선의 국망에 이르 다는 이 

그에게는 가장 요한 문제 다.46)46)그는 모화사상에 반항한 이채로운 인물로 許

穆을 지목했다.47)47)물론 �국사강의�에 앞서 �조선역사요령�과 �조선역사 �에

서 유교의 고질병으로 국 숭배․실업 천시․미신․문약 등이 이미 거론된 터

다.48)48)

44) �國史� 제44장 ｢朝鮮의 文明과 政治制度｣.

45) �國史講義� 제54장 ｢朝鮮의 政治制度와 文明｣ 第二 ｢朝鮮의 文明｣.

46) 유교망국론이 장도빈의 가장 표 인 한국사 인식임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 된 바 

있다(조병로, 1989 ｢산운 장도빈의 근세사 인식｣ �산운사학� 3).

47) �國史講義� 제54장 ｢朝鮮의 政治制度와 文明｣ 第二 ｢朝鮮의 文明｣.

48) �朝鮮歷史要綱� 제43장 ｢制度  文化｣ 十. ｢學術｣; �조선역사 � 제43장 ｢制度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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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빈은 �국사개론�에서 다시 한번 조선 문화의 퇴보 원인을 조선 유교의 모

화사상에서 구했고 이 모화사상에 한 치열한 반동으로 조선의 ‘國學’을 상정했

는데 조선 ‘국학’의 주요 인물들은 오늘날 ‘실학’의 범주에 속한다.49)49)그가 ‘실학’ 

신 굳이 ‘국학’을 상정한 것은 조선에도 일본과 같은 국학이 존재했으나 일본

의 국학이 �大日本史�의 정신을 발휘해 維新과 富强을 견인했음과 달리 조선의 

국학은 고  연구에 안주하며 국가 변 을 이룩하지 못했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다.50)50)조선 유교의 모화사상 때문에 한 국학자의 배출과 이들의 

성공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사회에서 국학 연구보다 요한 것이 

국학을 좌 시키는 유교와의 사상  투쟁이 될 것임은 논리의 필연이다. 이러한 

투쟁의 주체로 그가 고안한 조선시 의 ‘八賢’은 유교(趙憲)․불교(休靜)․동학

(崔濟愚)․ 종교(羅喆)와 같은 서로 다른 종교, 문학(朴趾源)․백과학(丁若鏞) 

․지도(金正浩)․국어학(周時經)과 같은 서로 다른 학문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조선 유교의 에토스에 맞섰던 ‘사상가’ 다. 장도빈의 ‘팔 ’에서 박지원과 정약

용은 각각 유자의 허 와 양반의 횡포를 비 한 사상가, 구사상을 반 하고 

신지식을 주창한 사상가라고 소개되었다.51)51)

3) 崔南善 : 朝鮮學으로서의 實學

崔南善의 ｢朝鮮歷史講話｣(1930)의 출 은 한국 통사 작들의 ‘실학’ 지식 만

들기의 흐름에서 볼 때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술했듯이 한국사에서 조선

후기 정조의 문치와 이에 따른 문화 발 ,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배출된 다양

한 학문 분야의 명인들은 이 부터 소개되었지만, 이 시 의 학문 풍조에 해 

‘실학’이나 ‘북학’과 같이 명확하게 개념을 부여해서 역사  지식의 체계화를 시

도한 최 의 인물은 최남선이었다. 최남선이 ｢조선역사강화｣에서 처음 체계화한 

‘실학’ 지식이 이후 어떻게 개되는지 살펴보기 해 �고사통�(1943)과 �국민조

化｣ 十. ｢學術｣.

49) 장도빈은 조선 ‘국학’의 주요 인물로 이수 ․유형원․한백겸․이익․정약용․유득공․

한치윤․안정복․이 익 등을 거론했다.

50) �國史槪論� 104. ｢國學의 不振｣.

51) �國史槪論� 103. ｢朝鮮時代의 八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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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역사�(1947)까지 아울러 조선시   ‘실학’ 련 목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와 같다.52)52)

<표 6> 崔南善의 한국사 술에서 조선시  목차  ‘실학’ 련 목차

52) 최남선의 한국 통사 술로서 ｢조선역사강화｣(1930), �고사통�(1942), �국민조선역사�

(1947)는 ‘최남선의 3  통사’라 불리는 특별한 치에 있다. 그는 ｢조선역사통속강화개

제｣(1922) 이후 한국 통사 쓰기를 지속했는데, ｢조선역사강화｣는 1928년 완성된 후 1930

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것으로 1931년 단행본으로도 출 되었으나 반포 지되었다. 좁

게는 1920년  한국 문화사학 넓게는 채의 �동국사략� 이후 신사체 근 사학의 요

한 결실로 평가된다. 해방  시체제기에 간행된 �고사통�과 해방 후 민족국가 건설기

에 간행된 �국민조선역사�는 달라진 시  분 기를 반 한 한국사 해석이 돋보인다(이

화, 2001 ｢최남선의 통사 서술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변천｣ �한국사학사학보� 4). �국

사신강�(1958)에 따르면 한국인이 지은 한국사 개설서가 해방 이  거의 산출되지 못했

는데 최남선의 �고사통�이 그나마 외 인 존재로 언 되고 있다. 

朝鮮歷史講話 故事通 國民朝鮮歷史

제3편 近世

제20장 李氏朝鮮의 創業

제21장 世宗의 制作 

제22장 世祖와 成宗의 繼述

제23장 士禍 

제24장 敎學의 隆盛 

제25장 黨論 

제26장 壬辰의 亂 

제27장 丁酉再亂 

제28장 仁祖의 反正 

제29장 丙子胡亂 

제30장 論의 다툼 

제31장 經濟의 新策 

제32장 蕩平의 機運 

제33장 文化의 振  

제34장 戚里政治 

제35장 西學의 流行 

제36장 民衆의 覺醒 

제3편 近世

제49장 李氏朝鮮의 創業

제50장 都 施設

제51장 世宗의 制作

제52장 世祖와 成宗의 繼述

제53장 測驗의 學術

제54장 編纂事業

제55장 厚生政策의 勵行

제56장 厚生機關

제57장 南蠻의 來航

제58장 士禍

제59장 敎學의 隆盛

제60장 黨論

제61장 壬辰․丁酉의 戰亂

제62장 新武器

제63장 藝業의 弘通

제64장 活字의 傳播

제65장 人口의 流出

제66장 南蠻物種

제67장 仁祖의 代立

제68장 丙子亂

제69장 羅禪擊攘

제70장 淸朝에 잇는 朝鮮人

제71장 論의 다툼

제72장 經濟의 新策

제73장 外國貿易

제3편 近世

제67장 漢陽으로 遷都함

제68장 太宗의 內治

제69장 馬島征討

제70장 建州女眞征討

제71장 世宗의 制作

제72장 訓民正音

제73장 世祖의 繼跡

제74장 庚辰北征

제75장 李施愛의 亂

제76장 丁亥西征

제77장 編纂事業

제78장 經國大典

제79장 棉花獎勵

제80장 南蠻과의 交通

제81장 士禍

제82장 三浦倭亂

제83장 儒學의 隆盛

제84장 黨論

제85장 壬辰倭亂

제86장 丁酉再亂

제87장 武器의 新發明

제88장 倭亂의 影響

제89장 西力東侵의 餘派

제90장 朝鮮前期의 學術

제91장 朝鮮前期의 工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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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 최남선은 ｢조선역사강화｣에서 ｢탕평의 기운｣을 편장하여 정조

의 정치를 서술한 데 이어 다시 ｢문화의 진흥｣을 편장하여 정조의 문화를 서

술했는데, 이 은 정조의 문화를 부각해 왔던 선행 한국 통사 술들과 별다

른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의 문화와 련된 새로운 인물과 문헌

의 출 을 산만하게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문화사  의미를 반추하

여 마침내 ‘조선후기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술 개념의 단 를 여는 데 성공하

다. 그는 우선 정조의 시기에 조선에 한 연구가 집 으로 산출되었으며 

조정에서도 이 세에 따라 조선에 한 문헌을 다수 편찬했다는 에 주목하여 

이러한 상을 사상과 학풍의 차원에서 극 으로 해석하 다. 즉, 양난 이후 

‘자아라는 사상’이 나타나 ‘조선의 본질을 알고 실제를 밝히려는’ 경향이 깊어져 

마침내 정조 시 에 학풍이 일변하여 조선 연구가 세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

이다. 이것은 ‘자아의 사상→조선의 본질→조선의 실제 연구’의 논리에서 도출되

는 조선학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기 성찰→조선의 결함→외국의 실제 연

구’의 논리에서 북학론의 출 을 서술하 다. 요컨  최남선에게 정조 문화의 

핵심은 조선을 연구하는 학문, 곧 조선학의 흥왕이었고, 이것은 조선의 ‘실제’를 

밝히려 한다는 에서 ‘실학’의 학풍을 함축한 것이었으며, 오랜 기간 국의 경

제74장 蕩平의 機運

제75장 文化의 振

제76장 戚里政治

제77장 西學의 流行

제78장 民衆의 起動

제79장 社 의 階級

제80장 婦女生活

제81장 감자와 鴉片

제82장 李氏朝鮮의 名日

제92장 佛敎의 推移

제93장 光海主와 仁祖

제94장 丁卯․丙子의 胡亂

제95장 羅禪을 물리치다

제96장 大同法과 常平通寶

제97장 蕩平

제98장 英祖와 正祖

제99장 文化의 振

제100장 人蔘의 發達

제101장 金氏勢道

제102장 世界의 消息

제103장 天主學이 퍼짐

제104장 新學術

제105장 民衆의 覺醒

제33장 文化의 振

97. 學風이 變함

98. 朝廷의 編纂사업

99. 北學論

제75장 文化의 振

223. 學風이 變함

224. 朝廷의 編纂事業

225. 北學論

제99장 文化의 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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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문학을 연구해 왔던 조선의 통 인 학풍과 비교하면 참으로 ‘일변’을 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큰 사건이었다. 이제 유형원과 정약용은 단지 ‘정치경제학’

의 학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연구하는 실학풍의 학자로 새로운 치

를 부여받았으며53)
53)이익 역시 단지 ‘백과학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증실

용의 학’을 창도해 실학풍에 기여한 학자라는 새로운 치를 부여받았다.54)54)그럼

에도 주의할 은 최남선은 조선학을 심 내용으로 하는 실학의 학풍을 명시

으로 서술했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는  제목의 키워드가 ‘학풍’, 장 제목의 키

워드가 ‘문화’임에서 보듯 실학이라는 용어는 책의 목차 구조에서 향력이 미미

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최남선이 정조 시 의 문화를 조선학의 흥왕으로 보고 있음은 ｢조선역

사강화｣에 반 된 학술사․사상사의 편장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 으로 

달된다. 조선 기 유교와 불교의 동향에 해 ｢교학의 융성｣, 조선후기 조선학의 

흥왕과 북학론의 두에 해서는 ｢문화의 진흥｣, 조선후기 서양의 학술과 종교

의 유입에 해서는 ｢서학의 유행｣을 배치하여 조선시  학술사․사상사의 반

 흐름을 ‘교학(유교․불교)→문화(조선학․북학론)→서학(서양학술․천주학)’

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한 것은 최남선이 유학, 조선학(=실학), 

서학을 명백히 서로 다른 존재로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역사강화｣의 

이러한 구분은 �고사통�에도 그 로 계승되지만 �국민조선역사�에 이르면 ｢교학

의 융성｣ 신 ｢유학의 형성｣을 배치하고 ｢서학의 유행｣에 없던 ｢신학술｣을 추

가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 ｢신학술｣은 조선에 유입된 서양의 신학과 

신서의 향으로 19세기 순조  이후 형성된 조선의 새로운 학문을 가리키는데, 

구체 으로 최남선은 이규경․최한기․김정호 등을 소개했다.55)55)그러나 서양 학

술의 향으로 형성된 19세기 조선의 학술은 조선 자아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18세기 조선의 학문과는 여 히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유학-조선학

53) 유형원은 ‘조선의 실지’를 연구해 ‘조선경제의 개조책’을 제시한 인물로 소개되었고 정약

용은 조선학 연구라는 실학의 풍이 최고조에 도달한 인물로 소개되었다.

54) ｢朝鮮歷史講話｣ 제33장 ｢文化의 振 ｣.

55) �國民朝鮮歷史� 제104장 ｢新學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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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서학’이라는 조선시  학문의 3분법은 그 로 유지되었다.

최남선의 ｢조선역사강화｣에서 이루어진 ‘실학’ 지식의 체계는 이후 한국 통사 

작물에 상당한 향을 미쳤다. �朝鮮歷史�(申明均, 1931), �普通朝鮮歷史�(中

等學校敎育硏究 , 1932), �朝鮮歷史�(李昌煥, 1934), �聖書的 立場에서 본 朝鮮

歷史�(咸錫憲, 1950) 등의 작물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논의의 편

의를 해 이들 역사책에서 조선시   ‘실학’ 련 목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와 같다.

<표 7> 崔南善 이후 한국사 술에서 조선시  목차  ‘실학’ 련 목차

申明均, 朝鮮歷史
中等學校敎育硏究 ,普

通朝鮮歷史
李昌煥, 朝鮮歷史

咸錫憲, 聖書的 

立場에서 본 朝鮮歷史

제3편 近世史

제1장 李朝初期

제2장 世宗의 至治

제3장 世祖와 成宗의 

治蹟

제4장 士禍와 儒學

제5장 日本의 入寇

제6장 日本의 再寇

제7장 仁祖反正

제8장 滿洲의 入寇

제9장 黨禍의 慘酷

제10장 英正兩朝의 

治世

제11장 勢道와 民亂

제4편 근세사

제28과 이씨조선의 창업

제29과 세종 왕의 업

제30과 세조의 치

제31과 사화의 시작

제32과 유학의 융성

제33과 당론의 시작

제34과 임진란

제35과 인조의 반정과 

이 란

제36과 만주의 입구

제37과 당론의 격렬

제38과 정조의 문화

진보

제39과 홍경래란과 외

척의 권

제3편 近世史

제1장 近朝鮮의 初期

제1  太祖의 建國 제2

 皇子의 爭位亂 (…) 

제22  儒敎의 蔚  제

23  佛敎의 萎靡

제2장 近朝鮮의 中期

제1  宣祖의 承統 제2

 黨爭의 起源 (…) 

제47  正祖의 繼述 제

48  文運의 隆昌

제3장 近朝鮮의 末期

제1  金氏의 勢道 제2

 洪景來의 亂 (…) 

제43  乙未事變 제44

 親日黨의 失敗

十二. 受難의 五百年

受難時代

2. 中軸이 부러진 歷史

3. 虛에 돌아간 世宗의 治

4. 무 진 土臺

5. 義人의 피

6. 灰칠 한 무덤

7. 殺人의 歷史

8. 痼疾

9. 栗谷의 徒勞

10. 第一次 患難

11. 第二次 患難

12. 林慶業

13. 新生의 微光

14. 福音 傳來

15. 再顚落

제10장 英正兩朝의 

治世

[英祖]

[正祖]

[思悼世子]

[實學의 倡道]

[西學의 輸入]

제38과 정조의 문화

진보

제48  文運의 隆昌 13. 新生의 微光

申明均의 �朝鮮歷史�는 정조의 치세를 별도로 편장하여 조와 정조의 정치

를 간략히 기술한 다음, ‘실학의 창도’라는 항목을 세워 유형원이 조선의 실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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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여 ‘실제  학문’의 선구자가 되었고 이익과 정약용이 ‘실증실용의 학문’을 

창도했음을 서술하 다.56)56)최남선의 ｢조선역사강화｣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했지

만 ‘문화’와 ‘학풍’을 내세운 최남선과 달리 ‘실학’을 항목에 직  노출시켰다는 

이 특징 이다. �普通朝鮮歷史�는 정조 시 의 문장가(박지원․홍석주․김

매순), 시인(이언진․박제가․신 ), 학자(이익․안정복․신경 ․정약용)를 간

단히 소개하고 이들에 의해 이 시 의 문화가 크게 진보했음을 서술하 다.57)57) 

李昌煥의 �朝鮮歷史�의 경우 양난 이후 ‘자아라는 정신’, ‘조선의 본질을 알고 실

제를 밟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제 개조책과 민족성 연구를 심으로 새로운 

학풍으로 들어섰다고 서술한 것은 최남선의 향이 크지만, 조선이 유교의 모화

사상 때문에 자주 정신이 없었고 事大 朱主義 때문에 노 성이 양성되고 활발

한 자유정신이 쇠모했다고 서술한 것은 황의돈의 향이 감지된다.58)58)함석헌의 

�聖書的 立場에서 본 朝鮮歷史�는 양난 후 조선에서 자아가 솟구치는 ‘新生運動’

의 개 과정을 첫째, 배청과 북벌(정치  해방운동) 둘째, 당론의 탕평(도덕  

민심확청운동), 셋째, 조선 연구( 극  자기확충운동)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셋

째 단계인 조선 연구와 련해서는 최남선이 조선 연구의 새로운 학풍으로서 실

학을 제시했던 구 을 직  인용했고 특히 ‘조선 고유의 것을 찾으며 실제  견

지에서 국가 부흥의 도를 찾는 일’이 ‘이른바 실학’임을 명시하 다.59)59)

56) �朝鮮歷史� 제3편 제10장 ｢英正兩朝의 治世｣. 

57) �普通朝鮮歷史� 제4편 제38과 ｢ 정조의 문화진보｣.

58) �朝鮮歷史� 제3편 ｢近世史｣ 제2편 ｢近朝鮮의 中期｣ 제48장 ｢文運의 隆昌｣ : 이창환의 �조

선역사�를 조선후기 ‘실학’ 지식과 련하여 최남선이 제시한 실학 개념에 후속하는 것으

로 주목한 선행 연구가 있다(조 , 2004 앞의 논문). 

59) 함석헌, 1950 �聖書的 立場에서 본 朝鮮歷史� 十二 13. ｢新生의 微光｣ 성 문화사, 222- 

223면 : 함석헌의 이 책은 1934~1935년 �성서조선�에 연재된 연재물을 기본으로 해방 

후의 상황을 추가하여 출간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실학’에 한 기술에서 최남선의 

｢조선역사강화｣를 직  인용하고 그 실학론을 수용한 이 책은 1930년  한국사 술에서 

검출되는 최남선의 실학론의 향을 논하기에 합한 텍스트의 하나이다. 1930년  함석

헌의 한국사 인식에 해서는, 조 , 2003 ｢1930년  함석헌의 역사인식과 한국사 이해｣ 

�한국사상사학� 21; 박걸순, 2010 ｢咸錫憲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聖書的 立場에서 본 

朝鮮歷史�를 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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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이후 한국 통사와 ‘실학’ 지식의 변화

1) 한국 통사 술들의 상이한  ① : 西學과 淸學

술했듯이 한국 통사에서 ‘실학’ 지식의 체계화는 최남선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후의 조선시 사 서술에 지 한 향을 미쳤다. ‘실학’이란 양난 이후 싹튼 자

아라는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정조 시 의 변화된 학풍으로 조선의 실제를 연

구하는 조선학을 의미하 다. 처음 박정동의 � 등본국약사�(1909)에서 정조시

의 문화 극성기에 정치 개량을 꿈꾸었던 정약용 같은 학자로 제시된 막연한 

역사상이, 권덕규의 �조선유기�(1926)에서는 정조 시 의 문화 흥을 배경으

로 배출된 다양한 학자들이라는 역사상으로 변화했다가 이제 최남선의 ｢조선역

사강화｣(1930)에 이르러 ‘실학’의 학풍으로 조선을 연구하는 정조 시 의 학자

들이라는 명확한 역사상에 도달하게 되었다. 최남선은 조선학=실학을 유학  

서학과 서로 구별하 고, 그 형성 배경에 해 자아 사상의 출 이라는 내재  

설명을 제공하 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시  ‘실학’이란 학술사의 사건인 동시에 

사상사의 사건이 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간행된 한국 통사 술들의 ‘실학’ 지식은 최남선의 입론 체계에서 

출발하면서도 다기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에서 이 문제를 상론하기로 

한다. 먼  김성칠의 �조선역사�(1946)와 �국사통론�(1951), 그리고 孫晉泰의 �國

史大要�(1949)와 李仁榮의 �國史要論�(1950)의 조선시   ‘실학’ 련 목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 김성칠․孫晉泰․李仁榮 등의 한국사 술에서 조선시  목차  ‘실학’ 련 목차

김성칠, 조선역사 김성칠, 국사통론 孫晉泰, 國史大要 李仁榮, 國史要論

41. 이조의 건국

42. 세종 왕

43. 사육신의 충성

44. 이조의 발 (1)

45. 이조의 발 (2)

46. 이조의 발 (3)

47. 붕당의 시

48. 임진왜란 (1)

제22장 이씨조선(李朝)

의 건국

제23장 근세 기의 발

제24장 근세 기의 사회

와 제도

제25장 근세 기의 

외 계

제26장 지배계 의 알륵

제5편 李氏朝鮮時代(近

世史)  現代史

一. 建國 初期의 建設事

業

1. 民心 收拾․私兵 撤

廢․學術 獎勵․編纂事

業․訓民正音 制定

2. 淸白吏와 學 의 輩出

제13장 李氏王朝 建國의 

基盤

제14장 民族文化의 確立

제15장 事大와 交隣

제16장 土地制度의 變遷

과 社 階級

제17장 士禍와 東西 

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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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칠은 �조선역사�의 ｢이조의 흥｣과 �국사통론�의 ｢문화의 새 움직임｣에

서 임진왜란 이후 아주 쇠퇴했던 문화사업이 숙종 시 에 소생하고 정조 시

에 크게 회복되었음을 말했고, 정조 시 에 가장 주목할 사실로 학문 경향이 

달라진 것을 꼽았다. 여기서 학문 경향의 변화란 무비 인 국 학문의 수용

에서 벗어나 조선이라는 자아에 개안했다는 것, 공리공론의 학풍에서 벗어나 사

회경제의 실제를 밝히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여기까지는 

최남선의 입론을 조술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새로운 학풍의 주체로 유형

원․이익․정약용 등을 꼽고 이들을 ‘실사구시학 ’라 명명했으며 이 ‘실사구시

학 ’가 청나라 고증학을 수용하고 서양 학술과 천주교를 연구했음을 거론했

49. 임진왜란 (2)

50. 임진왜란 (3)

51. 정유재란

52. 인조반정

53. 병자호란 (1)

54. 병자호란 (2)

55. 병자호란 (3)

56. 당 싸움

57. 이조의 흥

58. 당쟁과 탕평책

59. 천주교의 들어옴

60. 이조의 쇠망 (1)

61. 원군 정치

62. 이조의 쇠망 (2)

63. 이조의 쇠망 (3)

64. 보호조약

65. 나라를 일허버림

66. 망국의 서름

67. 독립에의 길

제27장 임진왜란

제28장 인조반정과 병자

호란

제29장 난후의 형세

제30장 근세 기 이후의 

정치와 경제

제31장 문화의 새 움직임

제32장 근세 말기의 형세

제33장 수구당과 개화당

의 립

제34장 일본과 아라사의 

야망

제35장 나라를 잃어버리

기까지

제36장 최근세의 사회와 

문화

제37장 독립에의 길

3. 異民族에 한 政策

과 領土의 擴張

二. 貴族들의 政權 爭奪

1. 王位 爭奪

2. 士禍(1498-1547)

3. 黨爭(1575-1910)

三. 日本  淸과의 戰爭

1. 日本과의 七年戰爭

(1592-98)

2. 淸과의 戰爭(1627-

1636-37)

四. 貴族政治의 紊亂과 

民衆의 貧困

五. 民衆의 叛亂

六. 李氏朝鮮의 마지막

1. 西洋과의 交涉 開始

2. 國內 事情과 國際 

情勢

3. 日本의 毒牙

七. 民族의 受難 時期

1. 民族의 受難

2. 獨立運動과 民族解放

八. 獨立國家 大韓民國 

政府 樹立

九. 李朝의 文化

제18장 倭亂과 胡亂

제19장 四色싸움과 勢道

政治

제20장 學風의 變遷

제21장 鎖國과 開國

제22장 壬午軍亂에서 甲

午更張까지

제23장 日本 帝國主義의 

魔手

제24장 民族主義 獨立運

動의 展開

제25장 國史와 世界史

57. 이조의 흥
제31장 문화의 새 움직

임

서양문물의 하여 옴

천주교의 들어옴

학풍(學風)의 변천

九. 李朝의 文化

학문

제20장 學風의 變遷



한국 통사로 보는 ‘실학’의 지식사 시론·235

다.60)60)나아가 조선의 북학론이 청나라의 실지를 보고 조선의 생활을 고치고자 

했음도 부기하 다. 이것은 최남선의 입론과는 다른데, 최남선은 학풍을 말했지 

학 를 말한 이 없으며 자아 사상과 조선 연구를 말했지 청학과 서학은 말한 

이 없으며 북학론은 실학풍과 더불어 정조 시  문화 진흥을 구성하는 것으

로 설정했지 북학론 그 자체를 실학풍 안에 포함한 이 없었다. 최남선에게 ‘실

학’이란 어디까지나 조선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청학, 서학, 북학이 포

함되지 않는 것은 논리  필연이었다. 한 ‘실학’이라는 학풍을 공유하면 되었

기에 ‘실학’의 주체가 특정한 학 로 명칭될 필요도 없었다. 김성칠은 최남선의 

‘실학’을 수용하면서도 여기에 ‘실사구시학 ’를 덧붙이고 다시 최남선의 ‘실학’을 

넘어서는 청학, 서학, 북학도 모두 ‘실사구시학 ’의 학문에 포함시켰다.61)61)

특히 �국사통론�은 ‘실학’ 지식의 체계화에 있어서 �조선역사�와도 구별되는 

면모를 보 다. �조선역사� ｢이조의 흥｣이 최남선의 ｢조선역사강화｣ 제31장  

｢경제의 신책｣과 제33장 ｢문화의 진흥｣을 합쳐 요약한 수 이었다면, �국사통론�

｢문화의 새 움직임｣의 기본 인 틀은 차례 로 최남선의 ｢조선역사강화｣ 제35장 

｢서학의 유행｣․제33장 ｢문화의 진흥｣․제36장 ｢민 의 각성｣에서 취해진 것으

로, 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서학-실학’의 연속성이 강조된다. 이처럼 ‘실학’ 이

해의 맥락으로 서학이 시되면서 ‘실사구시학 ’의 구성에서도 이수 이 부각되

는데, �국사통론�은 이수 이 조선에 처음 서양사상을 소개했고 이수 의 �지

60) 김성칠이 말한 ‘실사구시학 ’는 문일평이 말한 ‘실사구시 ’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문일평은 최남선이 ｢조선역사강화｣에서 수립한 입론을 수용하여 조선후기에 ‘실사구

시 의 학풍’이 있었음을 거론했다. 이 학풍은 실사구시의 근본정신으로 자아를 시하

고 조선이라는 자아의 근본 문제로서 경제 연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문일평, 1938. 

1.3.~5. ｢이조문화사의 별항｣ �조선일보�; 1982 �호암 집� 2, 민속원, 59-65면). 문일평

의 실학 인식에 해서는, 류시 , 2015 ｢1930년  문일평의 조선학 연구와 실학의 재조

명｣ �한국인물사연구� 23 참조.

61) 김성칠은 조선시  일반 인 문화 상황을 ‘문화의 쇄국주의’라고 규정하고 그런 속에서도 

‘천주교의 유입은 사회문화에 온 문을 던지었고 청조고증학의 유입은 실사구시학 에 

심 한 향을 끼치었다.’고 진술하 다. 특히, ‘청년학자들 사이에 제창된 北學議 주장’은 

‘근세시민사상의 맹아’이며 ‘이루어지지 못한 문화 명의 화’라고 시하 다. 이것은 

조선후기 서학, 청학, 북학을 바라보는 김성칠의 을 단 으로 드러낸다(김성칠, 1960 

｢연행소고｣ �역사학보� 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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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이 조선의 학풍 변천에 첫 길을 열었다고 기술하 다. 최남선이 자아의 발

견과 유형원의 조선 연구를 ‘실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음과 달리 김성칠은 서학

의 발견과 이수 의 서양사상 소개를 ‘실학’의 개척이라 본 것이다. 

손진태의 �국사 요�는 시 사 서술에서 별도로 조선후기 ‘실학’에 한 내용

을 편장하지 않고 시 사의 마지막에 ｢이조의 문화｣를 배치하여 이곳에서 ‘실학’

을 논하 다. 그는 조선 유학이 무나 ‘정치 ․이론 ․형식 ․ 국 ’이고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기나 할 뿐 민 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에 

한 반성으로 ‘실용학문’이 일어났음을 말했다.62)62)이 학문의 흐름에 속한 학자들

로 정약용(실제정치의 연구), 안정복(조선 자신의 역사 연구), 박지원․박제가

(북학, 조선의 경제 개 ), 홍석모․유득공(조선의 풍속 찾기), 이규경․최한기

(서양의 기계와 과학 소개) 등이 소개되었다. 그는 이를 ‘｢조선을 다시 살리자｣ 

｢자아를 도로 찾자｣ 하는 운동’으로 보았고 다시 이로부터 ‘｢서양을 배워 조선을 

다시 살리자｣ 하는 학풍’으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규경과 최한기의 역사  

치를 설정하 다.63)63)이규경과 최한기는 최남선의 �국민조선역사�(1947) ｢신학

술｣에서도 소개는 되었지만, 정조 시  문화 상으로서 조선 연구의 새로운 

학풍을 의미하는 최남선의 ‘실학’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손진태의 �국사 요�에 

이르러 조선후기 ‘실학’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인 의 �국사요론�은 민족  세계 , 세계사  국사 의 확립을 통한 민족

문화의 새로운 이해를 목 으로 집필된 것인데,64)64)�국사요론� ｢학문의 변천｣에

서 단도직입 으로 서양 문물의 래로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음을 

말했고, 실학이란 ‘실제 생활을 토 로 학문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민족 생활을 

개량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그는 이수  이래 17세기 조선에서 실학이 발

하고 정조 시 에는 청나라 고증학의 향을 받아 실학이 더욱 발 하여 철

종․고종 까지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고 서술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실학

62) 손진태는 한국사의 각 시 에서 조선 후기를 ‘민족의식 침체기’라고 규정했고, 한국 문

화사를 ‘민족문화’의 개로 보되 조선시  유교문화는 부정 으로 인식했다고 평가된다

(한 우, 1994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244-256면). 

63) �國史大要� 제5편 9. ｢李朝의 文化｣.

64) �國史要論� ｢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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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불 다. 최남선의 ‘실학’이 양난 이후 자아의 각성과 정조 시 의 조선 

연구를 시하는 민족사의 입장이었다면 이인 의 ‘실학’은 서양 문물의 래와 

정조 시  청학의 향을 시하는 세계사의 입장에 가까웠다.65)65)이는 국사에

서 세계의 다른 민족과의 교섭사를 시하고 국사를 세계사의 일부로 인식하며 

국사의 진면목을 세계사  조류에서 보고자 했던 그의 지론66)이66)그 로 반 된 

상이었다. 손진태와 이인 의 ‘실학’은 17세기 서학과 실학, 18세기 청학과 실

학, 19세기 서학과 실학이라는 새로운 논 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본래 18세기 

정조 시  조선 연구의 실학풍을 지칭했던 최남선의 입론에서 이탈한 새로운 

지식의 출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한국 통사 술들의 상이한  ② : 實事求是, 利用厚生, 經世致用

다음으로 서울大學 國史硏究室의 �朝鮮史槪說�(1949), 李丙燾의 �國史大觀�

(1948), 李弘稙․申奭鎬․韓㳓劤․曺佐鎬의 �國史新講�(1958), 李基白의 �國史新

論�(1961)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들의 자는 한민국 한국사학의 기에 

심을 이루었고 학문  향력도 지 했는데, 이 책들에서 취한 조선시   

‘실학’ 련 목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9> 서울大學 國史硏究室, 李丙燾, 李弘稙․申奭鎬․韓㳓劤․曺佐鎬, 李基白의 

한국사 술에서 조선시  목차  ‘실학’ 련 목차

65) �國史要論� 제20장 ｢學風의 變遷｣.

66) �國史要論� 제25장 ｢國史와 世界史｣.

서울大學 國史硏究室, 

朝鮮史槪說
李丙燾, 國史大觀

李弘稙․申奭鎬․韓㳓

劤․曺佐鎬, 國史新講
李基白, 國史新論

제4편 建的貴族國家

時代 (朝鮮)

제1장 李氏王朝의 確立

제2장 初期의 外政策

제3장 倭亂과 胡亂

제4장 亂後의 社 와 

文化

제5장 天主敎의 傳來

제6장 政治의 混沌과 

제4편 近世史(近朝鮮)

近世의 前期(開國-明

終末)

제1. 李氏王權의 確立

과 文化

제2. 外關係

제3. 士禍와 思想界의 

動向

近世의 中期(宣祖元年

제6편 李氏王朝

제1장 李氏王朝의 確立

제2장 國家體制의 整

備(上)

제3장 國家體制의 整

備(下)

제4장 李朝 初期의 

外政策

제5장 李朝 初期의 文化

제5편 朝鮮王朝

제1장 新王朝의 成立

제2장 朝鮮王朝의 政

治와 社

제3장 貴族社 의 分裂

제4장 學問과 藝術

제5장 倭亂과 胡亂

제6장 黨爭의 激化와 

制度의 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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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亂

제7장 外勢의 衝突과 

內部의 反應

제8장 李氏王朝의 終焉

-景宗末年)

제4. 支配階級의 分裂

과 農村社 의 崩壞

제5. 倭人의 動態와 壬

辰․丁酉의 倭亂

제6. 胡人의 動態와 丁

卯․丙子의 胡亂

제7. 黨爭의 發展

제8. 새 施設과 새 文

化의 發芽

近世의 後期(英祖元年

-純宗末)

제9. 英․正祖時代의

文運

제10. 天主敎의 傳來와 

迫害

제11. 勢道政治와 洪景

來의 亂

제12. 三政의 紊亂과 

民衆의 動搖

제13. 大院君의 執政과 

鎖國

제14. 나라의 開放과 

새 矛盾

제15. 複雜한 環境에 

쌓임

제16. 動亂과 改革

제17. 露帝國의 壓力과 

露日戰爭

제18. 大韓帝國의 末路

제6장 士禍와 黨爭

제7장 內政의 紊亂과 

邊方의 騷擾

제8장 壬辰倭亂

제9장 丙子胡亂

제10장 黨爭의 激化와 

社 의 頹廢

제11장 學問的인 反省

과 文運의 隆

제12장 天主敎의 傳播

와 그 影響

제13장 勢道政治와 民

亂의 動搖

제7장 文化의 革新的 

氣運

제8장 社 의 混亂

제4장 亂後의 社 와 

文化

제1  黨爭의 激烈

제2  制度의 變遷

제3  西洋文物의 傳來

제4  學風의 變遷

제5장 天主敎의 傳來

제1  英祖․正祖時代

제2  天主敎의 傳來

제8. 새 施設과 새 

文化의 發芽

새 施設

意識의 擴大

學風의 變遷

제9. 英․正祖時代의

文運

英祖․正祖의 治蹟

英․正時代의 學風

社 生活

英․正時代의 産業 及 

交易

英․正時代의 戶口

제11장 學問的인 反省

과 文運의 隆

西勢東漸과 朝鮮

새로운 學風의 擡頭

文運의 隆

國文學의 新傾向

제7장 文化의 革新的 

氣運

西洋文化의 傳來

實學의 發生

實學의 發展

實學의 極盛

天主敎의 傳來

國文學

美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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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이인 의 지도를 받는 京城大學 朝鮮史硏究 (=서울大學 國史硏究室)에

서 집필한 �조선사개설�은 이 책의 서문을 지은 손진태에 따르면 ‘지 까지 세

상에 나온 조선사 에서는 확실히 일보 진하 고  특색이 있는 것이라’는 

비평을 들었는데, 사회구성의 발 단계에 따라 시 구분을 취한 이색 인 한국

사 다. 이 책은 조선후기 ‘실학’의 개 과정에서 정조 시 와 그 이 을 아

 구별해서 편장했는데, 이것은 정조시  문화로서의 ‘실학’이라는 단일한 정

체성을 뒤흔드는 례 없는 태도인 바, 기 ‘실학’(17세기)과 본격 ‘실학’(18세

기)의 이원화된 사고를 열어주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이 책은 ｢亂後의 社 와 文化｣라는 범주에서 ｢학풍의 변천｣을 다루었고, 다시 

｢천주교의 래｣라는 범주에서 ｢ ․정조시 의 학문｣을 다루었다. 자의 경우 

양난 이후의 격심한 사회 모순, 서양 문물과 서학의 東漸을 배경으로 자기반성

과 개 사상을 거쳐 ‘실사구시의 학’이라는 신학문이 일어났음을 말했다. ‘실사구

시’의 근본정신이 개 정신에 있었기에 이 학문에서 요한 것은 ‘공리공론’에서 

‘실사구시’로라는 ‘학풍의 변천’, 그리고 ‘사회의 개 운동에 한 이론’이라는 양

면이었다. 이에 따라 서양문물과 서양사상을 소개한 이수 이 ‘학풍변천기에 있

어서 최선진의 학자’로 소개되었고, 제개 론을 주장한 유형원이 ‘실사구시의 

학 즉 실학을 연구하는 실학 ’의 시 로 소개되었다.67)67)후자의 경우 정조의 

문운을 배경으로 실학의 학풍이 다시 번성하는 국면인데, 서양학문과 한 이

익이 당  학풍의 선구  역할을 담당했고 청조문화의 극성기에 청국 석학과 

하고 청국 서 을 흡수하는 새로운 문화 조류 속에서 김정희가 ‘실사구시의 

신학’을 주창했음을 특기했다.68)68)이는 서학과 청학을 배경으로 조선후기 ‘실학’의 

성장과 발 을 서술하되 상 으로 조선의 사회 모순에 한 개 정신으로서 

‘실사구시’를 부각한 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李丙燾의 �國史大觀�도 역시 정조 시 와 그 이 을 구별하여 조

선후기 실학에 한 두 가지 장 을 편장했는데, ｢새 시설과 새 문화의 발아｣라

는 범주에서 ｢학풍의 변천｣을 다루었고 ｢ 정조시 의 문운｣이라는 범주에서 ｢  

67) �朝鮮史槪說� 제4편 제4장 제4  ｢學風의 變遷｣.

68) �朝鮮史槪說� 제4편 제5장 제1  ｢英祖․正祖時代｣ <英祖․正祖時代의 學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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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의 학풍｣을 다루었다. 술한 �조선사개설�과 동일한 구조 다. 자의 

경우 서양 문물에 자극을 받아 자아에 개안하여 ‘실제에 이로운 산 학문, 즉 이

용후생의 학문’을 연구하고 ‘고유한 문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학풍의 변화가 있

었음을 서술했고, 이 학풍의 주요 인물로 이수 (학풍변천의 최선진), 유형원(실

용의 학), 이익(경제실용의 학, 박학다채한 학풍), 이익의 문하 등을 특기했다.69)69) 

후자의 경우 ‘청조고증학의 향을 입어 실용실사를 주로 하고 박학다문을 기치

로 하는 학풍’이 일어났음을 서술했는데, 이 학풍의 주요 인물로 박지원(‘북학

의 거두’로 신 인 사상가), 정약용(청조고증학의 향을 받은 훌륭한 술

가), 김정희(청조고증학의 향을 가장 농후하게 받은 경학과 석학의 권 자) 

등을 특기하 다. 조선에 한 왕성한 연구열도 청조고증학의 향임을 분명히 

하 다.70)70)앞서 최남선이 실학풍의 형성에서 자아의 사상을 시하고 실학풍의 

조선 연구에서 이익과 그 학 의 비 을 강조했다면, 이병도는 실학풍에서 비

인 ‘학풍의 변화’와 본격 인 ‘ 정시 의 학풍’을 구별하여 이익과 그 학 는 

자로 돌리고 정작 후자에는 북학론과 청조고증학을 배치한 다음 실학풍의 조

선 연구를 청조고증학으로 연결시키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후일 이병도는 �國史

槪說�(國民思想硏究院, 1955)에서 정조 시 는 조선 말기의 ‘문 부흥기’인데, 

‘이 시 의 학문의 새로운 경향은 청의 고증학의 향에서 생긴 “실학”의 발달’

이었고, ‘여기서는 이론이나 사상 연구보다 실사 연구를 존 하 으며 백과사

인 학자가 존경을 받았다.’고 하여71)
71)다시 청학과 실학의 계를 확인하 다.

李弘稙․申奭鎬․韓㳓劤․曺佐鎬의 �國史新講�은 이병도의 �국사 �을 기본 

틀로 삼아 조선후기 ‘실학’에 한 내용을 역시 ｢새로운 學風의 擡頭｣와 ｢文運의 

隆 ｣으로 나 어 서술하 다. 자의 경우 새 문물의 유입과 사회 결함의 반성

을 배경으로 실제 사회 가치가 있는 학문을 지향하고 자국의 역사지리와 문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다고 서술한 것은 �국사 �과 유사하지만, �국

69) �國史大觀� 제4편 제8 ｢새 施設과 새 文化의 發芽｣ <學風의 變遷>.

70) �國史大觀� 제4편 제9 ｢英․正祖時代의 文運｣ <英․正時代의 學風>.

71) �國史槪說� 10. ｢李氏朝鮮의 第二期｣ <英祖․正祖時代> : �국사개설�을 편찬한 국민사상

연구원에 해서는, 김 국, 2010 ｢1950년  반기 국민사상연구원의 성립과 활동｣, 

남 학교 사학과 석사학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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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 다르게 이 새로운 학풍에 해 ‘주자학의 원래 정신을 살리고 修己治

人의 實을 거둘 수 있는’, ‘학문의 방법상으로는 실증 이고 고증 인 경향’을 

띤, ‘世務에 유의하고 經世致用을 시하는’ 학풍이라 설명했다.72)72)이 학풍의 주

요 인물로 유형원(경세치용의 학 의 비조), 이익(경세치용의 학, 박학다채한 학

풍) 등을 소개했다.73)73)후자의 경우 정조의 문화사업과 청조고증학의 향으로 

다채로운 학문․사상이 빚어졌는데 청조의 문물을 흠모하는 북학 가 형성되고 

청조고증학의 향으로 자국에 한 고증학 인 연구가 활기를 띠었음을 특기하

다.74)74)이것은 �국사 �의 을 그 로 조술한 것이다. �국사 �을 해방 

이후 한국사 개설서 에서 ‘한국사의 체계를 세운’ ‘ 재 국사학계의 大本’으로 

존 한 �국사신강�의 태도75)가75)잘 드러난 사례라 생각된다. 이상의 �조선사개설�, 

�국사 �, �국사신강�은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풍에 한 키워드로 각각 실사

구시, 이용후생, 경세치용이라는 상이한 용어를 구사하여 다소 혼란스런 인상을 

다.

李基白의 �國史新論�은 제7장 ｢문화의 신  기운｣ 안에 ｢실학의 발생｣, ｢실

학의 발 ｣, ｢실학의 극성｣이라는 소 을 두어 조선후기 ‘실학’ 지식의 체계화를 

시도하 다. ｢실학의 발생｣은 실학 개념을 정리한 것인데, ‘이조 국가가 당면한 

사회 인 기’를 배경으로 ‘국가제도의 철 한 개 을 부르짖는 새로운 학문’을 

실학이라 부른다고 하면서, 실학의 연구 상이 다양하지만 ‘학문이 실에서 출

발한다는’, ‘虛에 한 實의 학문’이라는 공통 인 지반이 있으며, ‘실사구시의 학

문, 경세치용의 학문, 이용후생의 학문이 곧 실학’임을 말했다. 이 학문의 이 

72) �國史新講�의 ‘실학’ 련 기술은 韓㳓劤의 ‘실학’ 개념 연구와 한 계가 있다. 한우

근은 조선 기의 ‘실학’이 사장학에서 벗어나 경학을 지향하여 유교 원래의 정신 로 수

기치인의 실을 거두는 의론이었다고 보았다. 한 명말청  국 학자의 ‘실학’이 명  

심학에서 청  고증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경세치용’을 보 음에 주목하고, 조선후기

의 ‘실학’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경세의 실학’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즉, 통 주

자학  청  고증학과 구별되는 제3지 로서 ‘경세의 실학’이다(한우근, 2001 ｢조선시  

실학의 개념에 하여｣ �한우근 집 3 : 조선시 사상사연구논고�, 한국학술정보(주)).

73) �國史新講� 제6편 제11장 ｢學問的인 反省과 文運의 隆 ｣ <새로운 學風의 擡頭>.

74) �國史新講� 제6편 제11장 ｢學問的인 反省과 文運의 隆 ｣ <文運의 隆 >.

75) �國史新講�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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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있으며 학문의 연구방법이 ‘실증 ’임을 부기하 다.76)76)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실학’의 학문  정의에 직 으로 허와 실의 이분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실학’의 학문  내용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집 해 성

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학’의 학문  키워드로 상기한 �조선사개설�의 ‘실사구

시’, �국사 �의 ‘이용후생’, �국사신강�의 ‘경세치용’을 모두 포함시켜 학문  

정체성의 분열을 막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사신론�의 이와 같은 노력

을 통해 역으로 당  ‘실학’ 지식의 혼란스런 각립을 추론할 수 있다.

이어서 ｢실학의 발 ｣은 이수 (실학의 선구자), 유형원(실학을 체계 있는 학

문으로), 이익(실학을 학계의 주도 인 학문으로) 등을 서술하 고,77)77)｢실학의 

극성｣은 정조 시 의 문화사업과 청조 고증학의 향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실학의 가들’이 출 해 조․정조․순조의 시기에 다방면에서 학문  업 을 

쌓았음을 서술했는데, 정약용과 북학론자의 사례를 들어 ‘ 실사회의 개 에 

한 강한 의욕을 학문 인 면에 반 시켰다’는 에서 실학의 학문  진보성을 

평가했다. 특히 북학론자의 실학으로서의 요성이 청 문화의 찬이 아니라 조

선 실의 개 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시 의 실학에 한 청조고증

학의 향을 으로 강조하는 �국사 �과 태도를 달리하 고 오히려 개  

이론의 측면을 부각한 �조선사개설�의 에 동조하 다. �국사신론�에게 실학

이란 무엇보다 실 개 을 한 학문 로젝트 던 것이다.78)78)

3) 문화사, 사상사, 유학사 술의 상이한 제안 : 新文化, 朝鮮我, 經國濟民

해방 후 한국 통사 술 작업은 일반사 뿐만 아니라 분야사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분야사의 한국 통사로서 조선후기 ‘실학’에 한 장 을 갖춘 표 인 

술로는 문화사 분야에서 유홍렬의 �한국문화사�(1950), 사상사 분야에서 金得

榥의 �韓國思想의 展開�(1950), 유학사 분야에서 玄相允의 �朝鮮儒學史�(1949) 

등이 있다. 유홍렬의 문화사, 김득황의 사상사, 상윤의 유학사는 일반 한국사 

76) �國史新論� 제5편 제7장 ｢文化의 革新的 氣運｣ <實學의 發生>.

77) �國史新論� 제5편 제7장 ｢文化의 革新的 氣運｣ <實學의 發展>.

78) �國史新論� 제5편 제7장 ｢文化의 革新的 氣運｣ <實學의 極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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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서에서 구축한 ‘실학’ 지식을 공유하면서도 분야사 특유의 시각에서 이를 서

술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술에서 조선시   ‘실학’ 련 목차를 표로 나타내

면 아래와 같다.

<표 10> 문화사, 사상사, 유학사 술에서 조선시  목차  ‘실학’ 련 목차

유홍렬, 한국문화사 金得榥, 韓國思想의 展開 玄相允, 朝鮮儒學史

제3편 근세 조선 문화

제7장 근세 조선 기의 문화

사  정치의 문화에 끼친 향

사회 계 의 분렬

유교  정치 제도

경제 생활

주자학의 발달과 그 향

국문의 제정과 국학의 발달

불교의 쇠퇴

건축과 술

제8장 근세 조선 기의 문화

당쟁정치의 문화에 끼친 향

사회 상태

제도의 개편

국학의 발달

실학의 흥기

천주교의 래와 동학

술

제9장 근세 조선 후기의 문화

국제 무 에의 진출과 문화의 

특색

계 사회의 무 짐

개화된 정치 제도

경제와 산업 개발

통신과 교통 시설

교육과 후생 시설

사상과 문

제10장 儒敎의 傳來와 其影響

제11장 讖緯風水說의 流行

제12장 陰陽五行說의 流行

제13장 朝鮮我意識의 擡頭

제14장 兩班노름과 其反動思想

제15장 新 宗敎의 生

제16장 開化思想과 守 思想

제17장 國家思想의 沸騰

제18장 基督敎의 傳來와 其影響

제1부

제3장 李朝 初期의 儒學

제4장 至治主義의 儒學

제5장 性理學

제6장 栗 前後의 一般 名儒

제2부

제7장 禮學 中心의 儒學

제8장 慕華思想의 鼓吹

제9장 黨爭時代의 儒學

제10장 陽明學의 流入과 排斥

제11장 湖洛學派의 分裂

제12장 經濟學派의 出現과 風動

제3부

제13장 性理學의 再燃

제14장 西學 感染의 騷動

제15장 斥邪衛正의 運動

제16장 近世 以後의 一般儒學界

제8장 근세 조선 기의 문화

5. 실학의 흥기

제13장 朝鮮我意識의 擡頭

世宗大王의 한  創製

2. 自我意識의 昻揚

3. 朝鮮學의 擡頭

4. 朝鮮美의 創造

제12장 經濟學派의 出現과 風動

제1  經濟學派의 擡頭와 그 

原因

제2  經濟學派의 學風

제3  經濟學派의 勢力과 그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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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렬의 �한국문화사�는 제목 그 로 문화의 에서 한국사의 변화를 서술

한 책이다. 이 책은 한국 문화에 세계  발명품과 술  걸작이 있었음을 들어 

한국 민족의 문화 창조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삼국(가장 찬란한 문화), 통일신라

와 고려(조  볼만한 문화), 조선(가장 활기가 없는 문화)으로 시 가 내려올수

록 문화가 퇴보했다고 생각했다.79)79)조선시 의 경우 주자학을 지도 이념으로 삼

아 불교문화가 괴되고 국학의 배척과 서학의 탄압이 자행되었음이 문제로 지

되었는데, 그 기에 이 책의 심사는 조선 기 유교  문물제도가 정비된 후 

조선후기와 조선말기에 일어나는 ‘신문화 건설운동’에 있다.80)80)곧 실학이란 ‘실학 

운동’, 즉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에서 사상 인 변화가 일어나 형식 인 주자학

을 떠나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학 ’의 ‘신문화 건설운동’을 의미한다. 실학의 

배경은 명말 이래 서양의 천주교 신부가 국에 와서 한 서양 문물의 조선 

유입과 그것이 래한 인생 과 세계 의 확 에 있고, 정조 시 의 실학이 

조선의 문화 융성과 청의 고증학의 향으로 더욱 발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

행에 참여한 조선 학자가 북경 지에서 서양 신부와 한 사실을 놓치지 않

는다.81)81) 

그런데 이 책은 조선시  학술사의 변화를 조선 기의 주자학과 국학에서 조

선 후기의 국학과 실학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주자학  실학과 구별되는 제3의 

지 로서 국학을 설정하고 있음이 독특하다. 이것은 ‘실학 ’의 학술에 직  연

결되지 않지만 조선의 문화 창달에 기여한 것들, 이를테면 �실록�,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국조악장�, �무 도보통지� 등 다양한 국고 

문헌과 기타 국문학 분야의 다양한 작품들이다. 그 결과 규장각의 설립이나 

정조의 문헌 편찬 사업이 ‘실학’과는 별개로 ‘국학’의 범주로 진입했는데, 이것은 

국학과 실학을 구별하여 최  최남선이 제안한 조선학으로서의 실학에 개념  

혼란을 래한 면도 있지만, 그 결과 ‘실학’은 국가와 분리된 는 국가에 맞서

는 민간의 문화운동으로 더욱 선명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82)82)유홍렬은 후일 �한

79) �한국문화사� 제10장 ｢  문화와 우리의 사명｣ 2. ｢우리의 사명｣.

80) �한국문화사� 제3편 ｢근세 조선 문화｣ 144면.

81) �한국문화사� 제3편 제8장 ｢근세 조선 기의 문화｣ 5. ｢실학(實學)의 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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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근 화의 여명�(1971)에서 ‘이씨 왕조의 건  암흑시 에 있어서 우리나라

를 근 화하려고 북경을 거쳐 래된 서양학술사상 계의 서 을 연구한 끝에 

실학, 서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을 일으킨 학자들’83)의83)업 을 소개했는데, 이로 

보아 그가 말한 ‘실학 ’의 ‘신문화 건설운동’이 달리 말해 ‘근 화운동’이고 실학

풍이 다름 아닌 서학 연구이며 따라서 그가 말한 ‘신문화’가 정조 시 의 ‘문

화’ 일반과는 구별되는 근  지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4)84)

김득황의 �한국사상의 개�는 한국 사상사 작물인데85)
85)직 인 집필 목

을 당  ‘韓國我意識’을 높이기 한 반성 자료의 제공에 두고 있다.86)86)이 책은 

한국 사상의 변천에 따라 ‘고유사상시 ’, ‘불교사상시 ’, ‘유교사상시 ’, ‘사상  

혼란시 ’를 설정하고 유교사상시 의 요한 논제로 ‘朝鮮我意識’을 제시했는데, 

‘한국아의식’이라는 재  심의 역사  투여가 명백한 이 용어는 조선후기 

‘자아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조선학의 두’와 ‘조선미의 창조’가 이루어졌음에 

주목한다. 여기서 조선의 자아의식이란 해방 후 부분의 한국 통사가 서술했듯

이 서양 문물의 래에 따른 자기 각성을 뜻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두 차례 호

란으로 만주족의 침략을 받은 조선에서 민족 감정이 격앙되었고 다시 만주족에

게 명나라가 멸망하자 국을 상 화하는 인식이 일어나면서 형성된 ‘조선아의

식’이 요하다.87)87) 

그런데 그 에 동시기 만주족의 청나라에서 강희제의 문화진흥책으로 淸朝學

이 발달하자 조선에서 이를 경이롭게 여기게 되었고 결국 ‘자아반성’을 통해 조

82) 와 같음.

83) 유홍렬, 1971 �한국근 화의 여명�, 탐구당, ｢머리말｣.

84) �한국문화사� 발간 당시 유홍렬은 이미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에 매진해서 �한국천주교

회사연구� 상권을 완성해 놓은 상태 다.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를 바라보는 그의 기본

인 시각은 ‘호교론’과 ‘근 화론’이었고, 조선 사회에 한 부정  인식을 기반으로 하

다(김수태, 2003 ｢유홍렬의 한국천주교회사 연구｣ �교회사연구� 21; 박 용, 2014 ｢유홍

렬의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와 그 특성｣ �교회사연구� 43).

85) 김득황의 한국사상사 작물은 �한국사상의 개�(1950)를 시하여 �한국사상사�(1958), 

�증보 한국사상사�(1973)가 있다. 세 책의 간단한 소개와 목차 비교에 해서는, 노 범, 

2016 ｢한국사상사학의 성찰｣ �한국사상사학� 52, 128-130면, 151-154면.

86) �韓國思想의 展開� ｢跋文｣. 

87) �韓國思想의 展開� 제13장 ｢朝鮮我意識의 擡頭｣ 2. ｢自我意識의 昻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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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주자학이 국가와 인민을 한 실용  학문이 아니라 이기론 심의 공리공론

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설명이 다시 도입된다. 청조학의 특색은 ‘실사구시의 학’이

며 ‘과학  연구의 학’인데 요한 것은 청조의 실학이 태동할 무렵 이미 조선에

서는 조선 자체를 밝히려는 조선학이 태동하여 ‘조선의 실지 연구’(유형원)가 이

루어지고 있었고 여기에 청조의 학풍이 들어와 조선에서 실사구시의 신학풍이 

학문 조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학에 청조학의 실학풍이 결합된 표  사례

가 이익의 ‘조선에 한 實用實証의 학’이며 정조 시 에 이러한 ‘實學實證의 

학풍’이 리 퍼져 조선학이 다방면에서 발 하 고 정조 말기 정약용이 출 하

여 ‘실학의 황 시 ’에 도달했다고 본다. 동시에 ‘자아 반성-실학 왕성-조선 矯

捄’의 흐름에서 실제생활상의 진보를 추구하는 經濟 國策으로 북학론이 출 하

는데, 따라서 북학론 역시 조선학의 범주에 포함된다.88)88)이것은 최남선이 입론한 

조선학으로서의 실학에 충실한 이지만 학문 내용으로는 조선학, 학문 특색

으로는 청학의 실학, 이런 식으로 조선학과 실학의 개념  변별을 분명히 했다

는 특징이 있다. 이 책에서 제기한 조선학은 실학의 형성 배경으로서 서양문물

의 래와 실학의 선구자로서 이수 의 지 를 곧잘 언 했던 동시기 한국사 

작들과는 완 히 다른 논법이며, 특히 술한 유홍렬의 �한국문화사�에서 ‘실학

운동’=‘신문화운동’의 기본 이 서학과 천주교를 향했음과는 극의 치에 

있다.

이 책은 학문 세계에서 국학으로부터 조선학으로의 환과 더불어 술 세

계에서 국풍으로부터 조선풍으로의 환을 통찰하고 이를 ‘조선미의 창조’라고 

표 하 다. 즉, 불교 수입 이래 조선 기까지의 조선 미술이 단지 국 미술을 

조술했을 뿐이라면 호란을 겪은 이후 민족감정이 돌출하면서 조선 고유의 민족

감각이 있는 미술을 추구하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정선의 산수화에서 ‘조선

 경 과 朝鮮愛에 한 자각’을 볼 수 있고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에서 ‘朝

鮮我 발견’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89)89)이것은 오늘날의 미술사 연구에서 조선후

기를 독해하는 이른바 ‘진경시 론’90)과90)소통될 수 있는 이다.

88) �韓國思想의 展開� 제13장 ｢朝鮮我意識의 擡頭｣ 3. ｢朝鮮學의 擡頭｣.

89) �韓國思想의 展開� 제13장 ｢朝鮮我意識의 擡頭｣ 4. ｢朝鮮美의 創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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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의 �조선유학사�는 한국 유학사를 이론유학과 실천유학의 반복으로 보

면서 시 별로 출 한 실천유학의 표 인 사례로 至治主義 운동, 經濟學派 운

동, 斥邪衛正 운동을 제시한 책이다.91)91)이 가운데 조선후기 ‘실학’과 련된 것이 

경제학  운동인데, 이 책은 경제학 의 출 을 공리공론 주의 理學에 한 

반동으로 ‘經國濟民의 실학’이 등장한다는 에서 읽고, 경제학 의 주장을 공

맹의 왕도정신, 조선의 실정 연구, 이용후생과 경국제민의 실 으로 요약한다.92)92) 

경제학 의 학풍에 해서는 理學派의 宋學과 비되는 漢學으로 보면서도 그

다고 한학 일반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정 연구’라는 특수성이 있

음을 지 한다. 구체 으로 ① 경제학 의 학문  정체성을 이루는 바 공맹의 

정치로서의 경국제민, ② 낙토조선을 만들기 한 조선의 실정 연구, 곧 ‘조선학

풍’, ③ 서양 신문명을 수입해 진보해 있던 청조의 문화를 배우자는 북학론 ④ 

청조 학문의 향에 따른 고증학 연구 등을 열거하 다.93)93)이것은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풍에서 주로 조선학, 서학, 청학 등을 언 했던 기존의 한국사 술들

과는 달리 공맹의 왕도정신을 발 하는 ‘경국제민’의 학문, 곧 ‘경제학’이 가장 

요한 본질 인 측면임을 강조한 것인데, 술한 �국사신강�(1958)에서 ‘주자학

의 원래 정신을 살리고 수기치인의 實을 거둘 수 있는’, ‘經世致用을 시하는 

학풍’이라고 서술했던 방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조선유학사�에서 조선후기 

‘실학’에 근하는 기본 인 논 은 무엇보다 유학의 정치사상에 내재한 ‘경국제

민’이었고, 다같은 조선의 실천유학이지만 조선 기 지치주의 운동과 비교해 드

러나는 조선후기 경제학  운동의 특성도 ‘경국제민’임을 강조하 다. 상윤은 

�조선유학사�에 이어 미완의 �조선사상사�를 남겼는데 �조선사상사�는 �조선유

학사�와 달리 목차에서 경제학 를 모두 실학 라고 고쳤고 학자의 범 도 다소 

조정하는 변화를 보 다.94)94)

90) 최완수 외, 1998 �진경시 �, 돌베개.

91) 노 범, 2016 ｢근  한국유학사의 형성｣ �한국문화� 74, 423-425면.

92) �朝鮮儒學史� 제12장 ｢經濟學派의 出現과 運動｣ 제1  ｢經濟學派의 擡頭와 그 原因｣.

93) �朝鮮儒學史� 제12장 ｢經濟學派의 出現과 運動｣ 제2  ｢經濟學派의 學風｣.

94) �朝鮮思想史�는 제13장 ｢實學派의 勃 ｣ 제1  ｢實學派의 出現과 그 原因｣, 제2  ｢實學

派의 學風｣, 제3  ｢實學派의 勢力과 그 代表 ｣의 목차를 만들었고 제3 에 들어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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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홍렬의 �한국문화사�, 김득황의 �한국사상의 개�, 상윤의 �조선유

학사�를 통해 문화사, 사상사, 유학사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조선후기 ‘실학’이라

는 새로운 학풍을 이해하는 심 인 으로 ‘신문화’, ‘조선아’, ‘경국제민’이라

는 서로 다른 키워드를 제안했음을 확인하 다. 이것은 실학의 개념을 둘러싸고 

각각 서학, 조선학, 유학의 경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발간된 한국 통사를 통해 조선후기 ‘실학’이라

는 역사 지식의 형성과 개를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근  장  체제를 갖

춘 최 의 한국사로 채의 �동국사략�(1906)에서 시작해서 해방 후 한국사 연

구 성과를 반 한 최 의 한국사로 이기백의 �국사신론�(1961)에 이르기까지 30

종의 한국 통사를 검토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은 조선후기 정조 시  문화의 융성이라는 기

본  에서 구축되었다. 채의 �동국사략�(1906)과 황의돈의 � 동청사�

(1909)는 정조 시 에 조선 문화가 두 번째로 ‘진흥’했음을 말했고 박정동의  

� 등본국약사�(1909)는 정조 시 에 한국 문화가 극성했다고 서술했다. 황의돈

의 �신편조선역사�(1923)는 정조 시 에 조선 문화가 정에 달하여 세 번째 황

시 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 정’과 ‘문화’는 조선후기를 독해하는 핵심 키

워드로 부상했고, 30종의 한국 통사에서 ‘실학’에 한 장 제목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 역시 ‘ 정’과 ‘문화’이다.

둘째,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은 조선시  유교와 문화의 립이라는 념 

에서 구축되었다. 채의 �동국사략�은 선구 으로 조선시 에서 당쟁과 문화의 

이원  독법을 제공했고, 황의돈의 �신편조선역사�는 조선 유교의 폐해와 이에 

물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박지원, 홍 용, 박제가, 김정희 등으로 제시했다. 경제학 를 

실학 로 고쳤을 뿐 본래 �조선유학사�와 거의 동일한 목차를 유지하면서 다만 �조선유

학사�에 넣었던 김육, 안정복, 이덕무, 백규 등을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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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조선 문화 발달의 제약을 강조했다. 장도빈은 조선 유교의 모화사상에 따

른 문화의 극단 인 퇴보와 국학의 결핍을 부각했다. 손진태의 �국사 요�

(1949)는 ‘정치 ․이론 ․형식 ․ 국 ’인 조선 유교와 민 의 일상 생활을 

한 실용학문으로서 조선 실학을 비시켰다. 이기백의 �국사신론�(1961)이 허

와 실의 립이라는 역사철학에서 ‘실학’을 규정한 것은 유교망국론의 기조 에

서 수립된 유교와 문화의 립이라는 념의 자기 확장이었다.

셋째,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은 최남선의 기념비 인 작 ｢조선역사강화｣

(1930)에서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는 조선후기 ‘자아라는 사상’을 통해 조선

의 실제와 본질을 연구했던 새로운 학풍, 곧 ‘실학풍’이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따

라서 그가 말하는 ‘실학’이란 본질 으로 조선학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유학  

서학과 서로 구별되는 존재 다. 동시에 그는 ‘실학풍’과 더불어 ‘북학론’을 조선

후기 문화 진흥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그가 ‘실학’과 ‘북

학’을 서로 구별하면서 동시에 ‘실학’의 내발성과 ‘북학’의 외향성이라는 양면성

을 결합시켜 조선후기 ‘문화’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음을 뜻한다. 최남선은 ‘자아’

에 착안함으로써 유교와 립하는 조선학으로서의 ‘실학’을 탄생시켰다.

넷째,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의 심 은 해방 이후 조선학에서 서학과 청학

으로 이동하 다. 서양 문물과 서학의 향으로 제1단계 실학이 형성되고 다시 

청조 문화와 청학의 향으로 제2단계 실학이 형성된다는 을 공유하면서 경

성 학 조선사연구실의 �조선사개설�, 이병도의 �국사 �, 이홍직 외 �국사신

강�, 이기백의 �국사신론� 모두 조선후기 ‘실학’을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별하

여 서로 다른 두 개의 장 는 두 개의 로 나 어 ‘이원화’시켜 서술했다. 조

선학으로서의 ‘실학’을 부각한 최남선이 ‘실학’의 출발 을 유형원에서 구했다면 

제1단계 ‘실학’에서 서양 문물에 주목하는 해방 이후의 여러 한국 통사는 이수

을 ‘실학’의 선구자로 강조했다. 조선학으로서의 ‘실학’을 부각한 최남선이 ‘실학’

의 주안 을 조선 연구에 두었다면 제2단계 ‘실학’에서 청조 문화에 주목하는 해

방 이후의 여러 한국 통사는 청학에 의한 문화 융성을 부각했다. 특히 이병도는 

‘실학’이 청조 고증학의 향으로 일어난 조선의 문 부흥이라고 단언했다. 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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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실학’이 양난 이후 자아의 각성과 정조 시 의 조선 연구를 시하는 민

족사의 입장이었다면 이인 의 ‘실학’은 서양 문물의 래와 정조 시  청학의 

향을 시하는 세계사의 입장에 가까웠다.

다섯째,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의 실제  구 을 해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

풍의 개념  이해를 돕는 다양한 키워드가 분출되었다. ‘실학’에 한 기본 인 

착상을 제공하는 ‘실사구시’는 물론 이병도의 ‘이용후생’, 한우근의 ‘경세치용’이 

경합했으며, 이기백의 �국사신론�은 ‘실사구시’, ‘이용후생’, ‘경세치용’을 모두 포

함시켜 ‘실학’의 특징으로 명시하 다. 이와 함께 문화사, 사상사, 유학사 분야의 

술에서도 각각 유홍렬의 ‘신문화’, 김득황의 ‘조선아’, 상윤의 ‘경국제민’ 등이 

‘실학’의 본질 인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키워드의 난립은 실상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의 내  정합성에 상당한 취약 이 있음을 보여

다. 실학이 서학인지, 조선학인지, 유학인지 개념 규정에 있어서 합의 이 없음

을 뜻하기 때문이다. 허학과 실학의 이분법으로 이 듯 다양한 키워드에 ‘실학’

의 동류성이 입 졌음은 상당히 문제 이었다고 하겠다.

이 은 20세기 한국 통사 작물에서 만든 한국사 지식에 내재한 조선후기 

‘실학’ 지식의 흐름을 시론 으로 검토한 것이다. 개별 주제를 다룬 연구서가 아

니라 한국사 체를 다룬 통사물에서 바라보는 ‘실학’의 지식사는 통상 반복되어 

왔던 연구사 정리에서 그려내는 ‘실학’의 학설사와는 동일하지 않았다. 1960년  

이후 본격 인 ‘실학’ 연구로 ‘실학’의 학설사가 구축되기 앞서 이미 한국 통사 

작물에서 ‘실학’의 지식사가 진행된 오랜 통이 있었다면 그러한 ‘실학’의 지

식사와 학설사 사이의 상호 계를 탐구함으로써 20세기 한국 학계에서 만든 

‘실학’이라는 역사 지식의 학술사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은 ‘실

학’의 학설사에 앞서 ‘실학’의 지식사가 선행하고 있었음에 주목하여 한국 통사

라는 형식의 한국사 지식에 산재한 ‘실학’의 지식을 ‘실학’의 지식사로 엮어낸 최

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채의 �동국사략�부터 이기백의 �국사신론�까지 ‘실

학’ 지식의 형성과 변화에 한 장기 인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학설사 

주의 제한된 시야에서 벗어나 ‘실학’ 지식의 형태론을 시론 으로 새롭게 구성

해 보았다. 향후 20세기 한국 실학의 형성과 개를 읽어낼 수 있는 긴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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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참조되기를 기 한다. 아울러 역사 지식의 역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한국 통사 작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한 방법론 인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실학, 유교, 문화, 조선학, 서학, 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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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the history of historical Knowledge “Silhak(實學)” 

in the textbooks on history of Korea
95)

Noh Kwan Bum *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al knowledge called 

“Silhak(實學)” with Korean textbooks on history of Korea published in the 20th century. 

In particular, 30 kinds of textbooks are reviewed, starting with the Dongguk Saryak(東國

史略) (1906) of Hyeon Chae(玄采) as the first book to have a modern table of 

contents, ending with the Guksa Sinron(國史新論) of Yi Kibaek(李基白) as the first 

book to reflect the academic achievement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are found.

First, the historical knowledge of “Silhak” was built on the basis of the general view 

of cultural development during the reign of Yeongjo(英祖) and Jeongjo(正祖). In most 

cases, the textbooks presented “Yeongjo and Jeongjo(英正)” and “Korean culture(文化)” 

as key keywords for read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Second, the historical knowledge of “Silhak” was built on the no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Neo-Confucianism” and “Culture” in Joseon Korea. The textbooks highlighted 

the evils of Korean Neo-Confucianism and the consequent constraints on the cultural 

development of Korea, or stressed the extreme cultural regression as the result of the 

respect for Chinese civilization inherent in the Korean Neo-Confucianism itself.

Third, the historical knowledge of “Silhak” was first systematized in Choe Namseon

(崔南善)'s monumental work ｢Joseon Yeoksa Ganghwa(朝鮮歷史講話)｣ (1930). “Silhak”, 

as he meant it, was Korean Learning(朝鮮學) in essence, and distinct from Neo- 

Confucianism and Western Learning. Choe gave birth to "Silhak" that was at odds with 

Neo-Confucianism by noting the idea of “self(自我).”

Fourth, the central point of historical knowledge called "Silhak" was moved from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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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earning to Western Learning(西學) and Qing Learning(淸學) after liberation of 

1945. The textbooks shared the view that the first phase of “Silhak” was formed by the 

influence of Western Learning and the second phase Qing Learning. Yi Byeongdo(李丙

燾) asserted that Korean “Silhak” caused by the influence of Qing Learning could be 

compared to the Renaissance in Western history. Yi Inyeong(李仁榮) considered “Silhak” 

in terms of the world history in valuing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Learning and Qing 

Learning.

Fifth, for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knowledge of “Silhak”, various 

keywords were invented. The turbulence of keywords in the textbooks actually shows 

considerable vulnerability to the internal convergence of the historical knowledge 

“Silhak”. It means that there is no agreement whether it is essentially Korean Learning, 

Western Learning or Qing Learning.

Key Words : Silhak[實學], Confuciansim, culture, Korean Learning[朝鮮學], 

            Western Learning[西學], Qing Learning[淸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