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한국 유교의 자산과 그 현대적 변용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설학 

반계와 성호의 경우 * 

이 봉 규 

1. 머리말 

세계를 대변하는 실학자의 시션에 대하여 그 문맥을 세밀히 드러 

내고 음미하는 것은 실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늘상 필요 

로 하는 기초적 작업에 속한다 ‘실학’이라는 용어와 관념은 주지하는 

것처럼 조선후기 유학의 한 경향을 지칭하기 위한 후대 연구자들의 

산물이다. 실학은 곧 실학자로 분류되는 과거의 대상을 다른 부류와 

구분해서 이해하는 현재의 시션이다 

이 현재의 시션이 생산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연구자의 시션과 

실학자의 시션 사이의 교환이 개입된다. 연구자의 시션으로 실학자의 

시션을 해석하기도 하고 실학자의 시션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시션 

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 해석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의미가 생산되 

며， 실학이라는 개념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 교환 과정에서 탐구대상으로서 대변하는 실학자 자신의 시선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년도 인문사회 중점 영 역 연구 인문학분야 
V-5 “한국유교의 자산과 그 현대적 변용”의 연구비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 
구결과묻로서~철학~ 65호(2000년 겨울호)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공동연구논문들음 『철학사상』에서 특집으로 싣기로 함에 따라 『철학』의 양 

해를 구해， 주석만음 보완하여 여기에 싣기로 하였다. 

** 인하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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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하나의 해식이다. 즉 대변해는 세개에 데한 실학자 자신의 해삭 

으로서 난본석으로 변헝성을 가칠 수밖이1 없나. 실학의 정체성을 규 

벙해는 연구애서 한 가시 편행성은 실학자의 시선을 덩연사하는 고} 

정에서 받생한다. 이 편행성은 성비학과의 차옐성을 ~공해서 실학익 

정 l1]싱욕 읽어내는 식업듣에시 강하게 만견딘다. 

성려혁에 대해 섣펙자가 대변하는 시션은 연구자의 성려펙에 대하 

시션에 대하여 영향같 순다‘ 이 경우 연f자가 섬학자의 시션음 따라 

싱리학에 대히 자~l 의 시션필수 소성하게 되면， 연구자의 싱리혁에 대 

하 이해는 섣펙자의 시션에 가려지개 선다. 이 시션의 가러집은 득히 

연→난자 자선이 성려펙에 대하 l-l]펴과 극복이라는 판섞어f시 식혁의 

정체성을 읽고자 할 때 훤씬 디 투텀거l 니타닌디- 실학자의 시선파 

연구자의 시션이 걸합하어 일캉의 시너치 효파를 니타내기 때문이디-

본 연구얀 실학이내논 현새섹 시선윤 삼사 칩이두고 반계와 성호 

가 싸계를 대년하얀 시션을 두 측년에서 음미해.!2려고 한디 하q 븐 

두 실학자기→ 유교룹 내년하얀 자새 내지 뜩빔(證法)에 관해서디 또 

하니 r 이날의 에 관념에 관해서디-

반개외 성호는 l꺼생 석으보 유교지식인이 나~1.들은 샤개석 전등과 

학읍고}정~ ，.이피 인생동안의 생활방식에서 한지도 유교에서 엣어나 

지 않았다 이틀애게 있어 유쿄에 데한 독법은 곡 세개를 디}변해는 

이론적 기반이다. 본 연구의 관섣은 이틀의 유쿄애 t:1]한 푼재의식이 

성비 학의 이넌을 사회 석으로 싣현하는 것애 있다는 것을 샌→임으로써 

성펴학과 데칭 석 관점에서 이뜯의 시선을 이해하-는 것에 반폭을 지l 

기하리고 후l다. 

예는 유_1 tI.지직인이 유‘1ι직 이념욕 혜석에 집현하는 수단이다. 여l처l 

의 섣견은 공 유자(f텀홉)로시의 성 ~ll싱욕 갖는 잊이다‘ 본 연구는 까 

겨l와 싱호가 여l처l의 사회직 확대듣 위해시 L:넥하고 있음을춘， 그러고 

유Jι직 이념에 입샤하여 L샤시의 사회직 A’-순에 대하 치유책욕 제기 

하고 있읍음 보잊 것이다‘ 이단 봉해 만겨l와 생호가 생?-]학직 이념음 

실현하얀 문세의석뿐 아니과， 그 설전적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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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사 

상을 탈성리학으로 범주화하는 현재의 시션은 유교적 질서의 확대라 

는 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싶다. 

2. 유교에 대한 독볍 

2-1. 반계의 경우 : 이넘의 실현장치로서 절목 

반계(睡않) 유형원(柳聲遠 1622~ 1673)은 1652년(31세) 때부터 

시작하여 1670년(49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개혁책을 『반계수록~(播 

않隨錄)으로 정리한다~반계수록』은 토지， 조세， 교육， 관직， 군사 등 

을 다루고， 이어 속편에서 의례， 풍속， 노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처 

음부터 끝까지 현실 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념의 문제는 독 

립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제도의 개혁에 관해 논의를 집중 

하는 것에는 유교에 대한 반계의 독법이 개입되어 있다. 반계는， 주 

지하는 것처럼 r서수록후J (書隨錄後)에서 자신의 저작방식에 대한 

해명을 저l시한다. 다소 장황하지만 반계의 설명을 들어보자 

누군가 나에게 묻었다 “선비가 평소에 강구해서 밝혀야 하는 것은 

도(道 : 이념)이다 구체적인 일에 이르면 그 대체적인 틀만 알변 된 
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번거로움음 무릅쓰고 구체적 절목들에 대하여 

섬사숙고하는 것은 왜냐?"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천지의 이치 

는 만묻로 드러난다 만묻이 아니면 이치가 드러날 곳이 없다 성인의 
도는 구체적 일들에서 행해진다. 일이 아니면， 도는 행해질 곳이 없다. 
옛날에는 가르침이 밝게 드러나고 교화가 행해져서 기본 원칙과 법도 

에서 세세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 제도와 법식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사용하여 마음 속에 익숙한 것이 마치 

묻걷고 나무하는 것 같아， 모두가 갖추고 얼음 행하였다 주나라가 쇠 
약해졌음 때에도 비록 왕도(王道)는 행해지지 않았지만， 그 제도와 법 

식만은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따라서 성현의 경전은 오직 이상적 

정치를 건설하는 근원만 논해서 배우는 이들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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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게도에 니]해서는 지세히 해벙히는이] 휘 g 듬이지 않았디 7미 

나 신(쭈) 이후로 그 선장재노끼지 함끼] 소멸뇌이， 옛 성인 정치듬 행 

하-]/_ 가己침음 별지인 정 lj 닐야 하나노 세상에 남아 있뉴 섯이 없다 

세상 사램뇨의 이'，'은 후대의 사의(1'1 풀)에서 나온 재노에 ， f，착되이 

선왕의 진정게두;1 있있나는 깃응 나시는 알지 못하였나 뛰어난 재주 

와 시해를 까지고 엣 깃에 밝꺼 Â~틀?투 」 진정게두의 싱세한 내용응 

알 길이 없있나 간욕 유학자가 나와시 」 대세식 듣응 파이하。1 헨설 

에서 심행할 만히디고 여기는 희지기 있어 1 한 기지라고 해보고지 해 

도1 착수히는 난겨1부터 인이 어긋니는 것이 닝이 검국 심행히지 꽂히 

서1 년디 7것은 니]체적 듬에만 의지히고1 시]부적 식목에 ll]헤서는 옳 

은 비를 놓쳤기 때문이다 U 

세상의 이지뉴 듀본파 말단， 븐 섯파 작은 섯이 서로 r덩이져 있지 

않다 자의 눈남이 그 합딩함음 잃。 1선 자는 자 노릇음 뭇하-]/_. 서울 

추가 」 휘당렘응 잃으면， 저응 F 저응의 노곳응 옷한나 절목이 후1 당 
한 절목으루 도l지 않았는데 강렁이 독자식으우 깅렁 노곳응 한 경우 
는 아식 없있나 」라하이 」 이치를 실행힐 수 없개 되는 지경어] 이 
르띤‘ 소~l은 비판꾀 기민 g 디적 지댐히고， 군지도 또한 옛 시니]와 
지간은 7ht이 닫라져서 옛인의 도랴린 정믿보 세상에 디시 석쟁할 

수 없다고 의흑g 음셰됨 g 면치 꽂할 것이디 아것이 어찌 시소한 해 
독이겠뉴가‘/ 내가 。1 점음 두이위하여;1'-지)넌은 일암애Lζ 본구하， f， 

이인의 의노등 팀←「하-]/_ 오」날의 얼음 살펴， 그 점 L; 끼지 상서lõl 뭔 

혔다 그섯은 경선(“〈댐)애서 원칙음 저 g 하뉴 것음 토대로 추톤하여 
。I '투를 서]싱에 반드시 실행힐 수 있음응 밝히려는 뜻이q， :?l 

11 이 나에 디 S 꾀 까은 빈계의 위주기 있디 二代L범 , 압是따天뻔미당人週rtri J:1 

之制쫓경 其要使9잉物無↑이유其다데， ITIT찌靈뽑순 後jü:z制 싹움因人欲圖셈f흰페 

홈之냄1m놓좁， 其要使人생르는M、않爛 ITIT大쳐!!閒쫓 뱃버正相反tι 三代~IT制 雖흥g 

見M、傳E디 미其뽑行뮤메￡님， 今無存좁， 難可得ITIT詳之 後人{)뎌 æt뱃버事↑、相n읍 

있 故雄써:t1J~古者 %쩍未，íblil:"혀， 白其먼J훌之間， E 白 l~iH5I 不能如古}、z훌事， 
其-$;울μ必究챔JfIl;1씨 염其本듭 뺨/'11 뽑， μT條H之間 g디§미품협， 無껴 'x偏， 

씬後， JlJ\於行

~) ~\有P"9M、*8， “士줍끼F居所講셔R좁， ilittJ, 미호%事홈， 며但줍짧其大뽑ITIT已 
今T之↑、때때띠tt3E띤κ힘]닙問， Í')tι‘l' 8, “大쳐!!之理， 홉 1j$'，9잉物， 키f物 理無

所극홉 뿔人之道， 行? 萬事， 非事， 道無所行 古者， 용明化行， g大쯤大ì:t μT 

훨z~찌 其씨껴호j이式， 無不具뼈 X下之人， 日 ffl而心핵 @디1별)j(해양， 皆껴其 

具， U行其事 J멤쫓 雄±치를기;行， 而其페쁘ttJ~式之在X下者， 뼈在也 붙μ聖~ 

f포傳 u옮폐出治ι原， tJli\l於學용， IÍIJ ，K해iI많ι間， 닝 IJÍWi~데事於써解ill 亡훗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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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는 역사 듣 1) 이넌고l 재도가 모누 정상적으로 싣행되던 시 가 

삼대(=ftl ， 2) 01 년이 쇠퇴하고 지1도는 츄약하있던 시시 수(뭐)샤 쇠 

되한 시 가， 3) 이넌악 쇠퇴의 더불어 지1도샤 없어진 λ1 시 진(쫓) 이 

후 등 서1 과정으로 이해한나 ]이고 현재 님이 있는 시되은 누 번깨 

시기의 싱헌등이 전히 것이며， 당시에는 저1노가 남야 있었기 [내문에 

이생직 정치튼 낀석하는 근워UH治21μ]만음 놈의하였다그ì_ j파익힌다 

즉 싱헌의 칭진 속에 진하는 것은 이념뿐이며‘ 그 이념음 섣현하는 

+.'11 직 처1노는 꺼(泰) 이후보 인간의 역사에시 사라샀다되[ 본다 

이보부터 바겨1는 경전 속에 전해지는 이념을 다시 섣헌하라는 후 

대의 [1;띄이 심래하는 이유듬 악견히다 그것응 이념의 엔지에만 u1 
무르고 구제적 세보에 내하여 합당한 실떤방식 S 수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그 합당한 세모의 수힘을 방해하는 것에， 신 이후 

사의 (Tj，흉}에 기빈해서 수립된 세보날이 인간의 세도도서 당연λ1되년 

서 사내의 변화에 따내 세보'c_ 달리 해야 란디깐 만진이 정당화되 

고 고내의 세도를 닌지 고내의 상핑에 합당딴 것 Ò~~ 이해하는 방식 

이 작용하고 있디고 분디 따내서 반계븐 현새의 세보를 개혁하기 뷔 

해서는 경진에 진해지는 이넌얘 맞는 재도듣 난본적으로 새로 수볍 

하지 않으면 안 된나고 본나 「수흑」은 마로 반개샤 。1년얘 난기하여 

수볍한 잃어버린 양딩한 전옥1 즉 진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던 지1도이 

나 

반개가 으직 지1도만을 문지1삼은 이 유는 운병 01 나 반기1는 인간이 

시與꺼、典章制Q잊nìß흉행ι J'L古잭F 人iJ 政布敎ι節 μ:ffM、띠:옵 天 [、.bf B 陽

F되於lUU、뭘iι制 不 g知有先Iι典章 高才英智ñ'I於古:옵1 꺼;때[ÍJtJ得니등1 

tι 問有댐경 識其1::1옮 등업可行之따빠， lliT→값有홈팀， 則施검연之~~ 事多뽕&영 

lli)쩍르Ë1、可行경 lJ其챈↑+大뚫 lli)↑H홉M닙옷其다데宜故따 大下之理 木*'

大小 커ck김뼈밟 τf옷其렵， 則Rμ당명R 星失其렵， 며衝μ당홈衝 木有뎌非 

其더 而에펴白형쉐폐者t니 ↓k其기C:; pJ 行t니， 則기，n옮小λ탤其~j띠휩， 而君子끼、未ítil疑 

? 古今之異宜， 古道員육기-::; P I 復行까、世者 Ifl 其小임也됐? ;j:;J~옹是具 기'i!'J염越， 

究古意행今事， ff與其§미 더而5f~ 굶입l셔톤찍F휴之用 ßJll너 道.<:必 pf1T1?、t단 
也"( r書隨錄後」， 『짧j갖隨錄」 권2G， r縮댐 l' J , ~G~- <~87 ) 



(해 튿튿7<:1 
•,I=j 

역사 속에서 실현해야 얄 호역사적 이닝이 이끼 주어셔 있으Itl 전해 

치고 았다는 신넌을 갖고 있다. 그에게 있어 오직 문지l 되는 것은 : ,. 

이넌에 부판해는 재도를 수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픔 시식인 

틀이 이넌의 정팅회 문재이l 집착해 있는 동안， 이닝이l 데한 확산으호 

부터 처l 노로 향해 q아가는 친진음 보여준다. 

1샤셰는 원려에 [H히 탐→f로부터 그 워려탄 선헌하는 f처l 작 서l칙 

과 삿목에 판현1. 탐f로 q아간다‘ 이것은 싱려혁이 워려에 대히 탐→f 

에 치풍하고 그 시행 방법에 대한 탐f듣 소흘히 하여 유펙의 이념 

음 혀선화하는 더l에 이;닥치 봇하었다는 인식에 근거힌 것이다. 이로 

보면‘ 1까겨l 의 분제의직은 기쓴의 유펙처l 겨l단 벗어난 새로운 지직)-1]겨l 

를 수럼하얀 것이 아니내， 三代에 수럼되고 실현펀 유학의 이념 -S 당 

대에 실현할 구체적 방입을， 측 유학이 이념을 저Il~~~서 현실화하얀 

방빔 -S 추구하븐 것이 ιl고 할 수 있디- 반겨l의 이 ιl한 문세의석 -S 비 

추어 굉 때， 실학이 지향하r 학문적 문 세의식은 원려꾀 강:치 에서 유 

학의 이념을 탄구하븐 수준에서 한 걸음 디 니아기- 그 원려릅 현설 

화하려얀 것이며， 이 진에서 실학은 기존 성려학적 사유에서 빗어니 

새로운 지식체개를 수법하는 것이 이나라 가꽃 성비파이 유학의 。1

년을 관념석 총차이1서 정딩회한 것을 현실의 총차에서 실현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냐. 

이외 갇은 인식은 이넌괴 지1도의 관년성 속이l서 유교의 의 111 를 윈 

는 승1-나의 시각을 봐여준마 초역사석 이넌과 : 1. 이닝을 싣현해는 순 

역사적으로 판녕한 지l도샤 츄재한다는 해삭 3F에는 이년고} 지l도가 

시호 분?-l한 수 없는 잊 ~Il 라는 서l 겨1 91 식이 자려집 π 있다. 까겨l는 

이념의 초역사생과 제노의 상관생에 대하 자선의 싱잔음 다음과 감 

이 얄히다. 

주사가 일찍이 이트가를 ‘정이(程뼈)의 ‘성 P- 곤 êl 이나‘라는 한 마 
디늠 모든 사대에 성응 논딴데 ;1ìl}이 꾀냐고 하였냐. 내가 쳐유 

승기심응 갖고 공부 띤 때， 항싱 이 맏응 :철저히 이해하고자 하이 능싱 

남구히였는 "11， 어띤 갓은 이해되기도 히고 어띤 곳은 이헤되지 않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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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였디 이와 간이 여미 히)븐 보cll 면서， 검국 통?1 년 격은어] 이르지 

뭇하었다 노다1 이 정이의 이 말이 미신한 비가 있다이 의심하였 11_， ;1"

자의 말노 지나친 감이 있는 ι하여 꼭 산뢰하기가 이여왔다 견τ류 잠 

시 그 명재는 접이두 -1/_， ι] 외 기 두 글자를 함께 칠서히 이해하， 1，자 

콩η 해 갔는데， 마찬가지쿠 이해되는 깃과 이해되시 않는 깃이 있있 

q 이와 같이 하시를 또한 이러 해， 결끽 동엘뀐 결론에 이르지 옷하 
고 마유 속으우 매우 플언하였나 」만둑까투 생각하였시만， 또한 슨 

g 놓g 수도 없었디 7래서 디시 징이기 세시한 영게든 ι게식이 

한시도 놓지 않고 빈복헤서 닦구히였다 1_ "2_1 던 어 Lτ 니 이 ?1분수(띈 

←→η% 리의 츄변에서는 통인되어 있고 분(니 누어짐)의 츄띤에서는 

다己다}의 네 글자에 대하여 떠오己는 비가 있었다 놀이켜 나 자산에 

게서 검숭해보 11_， 대 유추해서 사램닐에게서 컴숭해보 -1/_ ， 대 누+7외 

초 1; 에게서 김승해보q 정정하게 'i'두 부합하었다 이때 11] 로소 얼읍 

이 꺼듯 선뢰~l 이 생끼고， 정이와 주자 두 τr자의 막이 결코 나를 속 

연 깃이 아인응 얄있나 내가 이와 같이 막하는 깃F 사선응 대만히 

이겨시까 아니나 에진에 우리 당(훌) 사라등이 시3 날에 싱 F 구， ~] 

이디 라는 것 g- El 당히지 않다고 쏟 것 g 문 적이 았다 7렇세 된 것 

은 난지 랴 n냄)의 의미가 밝히기 어핍고， 기(둘)의 의미에 정도되어 

땅히)든 반았기 때 ι 이다 「리히여 합치되지 않는 것으보 요이면， 곧 

선유의 말뇨음 신뢰혁t ，~ 없다 -l/_ 여낀다 이는 J부가 수준애 이다띤 

11] 록 한 글자등 더 침가하 -l/_ 싶이노 보탤 ↑「 없음용 선혀 알지 뭇하 

뉴 섯이다 ~) 

(까) 

이입분수(理 分짜)는 성리펙이 성세성을 확보하는 근본판념이다 

뷔의 인용문은 빈계기 이 l~ 세의 신리성에 내하여 의문 S 품었다기 

디시 그 신리성 3 획산하게 되었음을 밝히븐 내꽉이다 빈계는 우리 

,3) ‘朱+흡듀 때川 11~P뻔ill-~~- ， 便딸 fî훤띠說뾰ι!1l基 펀링1M힌용時， 1뎌將JU감 

용훌;& 5{ 來認JA， 有處j훤有處不通 ~nJlt몇* 竟不能%증 !ip i;)Uμ)IIJlb김有)iJr;K 

컵， 朱f꺼;깎說得太過 짧j.::1:l6'信也 찮#置i:， )JiI1t~용융5나二ιf‘， 參互體원 5{ 來
認去 →般有處j며， 有處↑、j며 如~lι였年， 꺼;훈↑、/뾰램→ 心CJ'甚↑、t자， II:r、欲E

之. X1、ÍlÉ8 기↑復從事，\('[尹)11之댐 反覆↑、폼， →후BM'!뿔→”珠四字， 有圍↑H~융， 

反미險之당'1['、. ，li= lliT!íil之人人 X，~했之따陽五行 끼ι驗之묘뚫t草木， iJ[;t=iJPrf11, M、

붙始뺏겨~;g(듭， 而9;rL君子之言， 斷T不我/한tι 愚言 I:í.lfl'" 非u白多 蓋홈塵보 

폼풋所극홉뿜. 1키Ut또맨n뀔정不겨{jg， 끼힐I먼者짧明 까↑+점쩌*z所Ij!ju뷰.} 보f용 

不合 댄μ光까훔言:lll~용1'，1'i듭， 洙Hnw大~Ij;t， ~(Èi'iJ:f:동 f회宇 白是Z섭不得 

也 νWrrj" '8업앓.l!fI:윷，.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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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란[흠풀]‘ 샤운데 。1 내 ‘성즉이(件염UJ핀)‘라는 성이악의 납본 벙지1 

애 대 0] 여 희악하는 입장이 있유올 시 석하면서:1. 회악는 시(氣)얘 

대한 관닌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고 본나 즉 반개샤 간은 : ，_듭이라고 

여시는 시삭인듣 시。1얘서는 。] ["] 성이악의 이톡석 도대를 벗어냐는 

입상음 제기하고 있었고‘ 만겨1가 이일분수()펀 치、'fI:)의 꺼리싱음 주 

성하는 것은 바보 이닫 단싱리학직 시션에 대히 대웅인 것이다 

만겨1는 다른 곳에시 <']듣 기에 내재인 리[처之理]’로시만 놈의하변 

기의 의미에 띤중되어 리의 본워(本랜、)음 가리거1 되고， 싱멍(性命)의 

긴워음 이해하지 봇하까 판다고 말히다 )1 위의 ~l용문에시 말힌 기 

에 대히 판념 미1문에 생 ~l 흔란읍 곰 리튼 기에 내재원 죄시보 이해 

하는 임장S 연두에 둔 섯이디 그떤디번 이 흔란스런 입장은 누구를 

기리키는 것일까? 

이에 만런해 반계의 논의를 융곡의 입장파 내비시키 이해하얀 뜩 

빔이 있다 융곡은 사칠논쟁 S 통해 뱉어1 작위생을 부여하얀 혐의를 

둘 수 있는 인1성들 S 칠 ι]0] 바판한다 그이딴 판전에 내하여 김태영 

은 융곡이 리의 주새성을 익화사켰고 내신 기실의 1ì 칭성) 주 타고니 

는 시의 선천적 조건을 중시한나고 본나!J) ，.댐으로써 율곡은 인간 

의 독자성이나 사율성을 축t시켰고，61 수사싹이라는 오1 석인 준칙애 

맞게 변호1 시켜야 한나는 엽장애 서는 것으로 해석한나 ]애 반해 반 

기1는 시에 대한 수지1 사로서 갖는 이의 악["]를 적득적으로 브리댐으 

로써 인간의 자율석인 자가개선의 샤능성을 확대하있으미 1. 때문애 

수자의 앙정록을 념어서는 난본석 기}핵론을 재 λ1 할 수 있었다고 본 

다 즉 만셰의 리 개념에 대칭1 인식을 통해 싱리학직 사유듬 넘어시 

는 섣펙직 사유듬 입는다 

이라히 해석읍 사진논쟁음 통해 Lf타냐는 이기론의 분기튼 가지고 

41 ‘댐I멸只是쩌之I멸， 끼、無不미 씬감연쩌之I멸[q， %:t붙;FUS흉흉먼、댄벌 }뺑Tr멸之*' 

]ii1;f 今ι見기:염t또!ilJ之原 ", o liil\짧짧흉J. rw.뺑; ι:1~東쩔詢디뀔*':、뿜137서111" 80쪽 
'j) 김 111 영(1 HHKi ， :,7 -:lK '1 참조 
GI 김태영， 위약 간은 젝 6익쪽 꺼: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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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1의 의도듣 읽는 한 독법이나 이 독법에는 실파악 정체성을 성이 

학과 대칭해서 읽어내는 관점이 견지되고 있나 퓨재는 。1 독법이 반 

기1의 어떤 사션을 꽃전시칸나는 점이나 

반개는 이애 관해 언급하면서 한번도 작위성(까당件)애 rll 하여 긍 

정히 작이 없다 48서1 무합에 보낸 후1 시선에시 바겨1는 이기돈과 ~l 

심노심성에 대하여 대지1보 육 Ef의 견해와 감이 히다는 점음 밝히변 

시‘ 퇴겨1의 견해가 주자와 부L합후1다는 것에 대해시는 수긍하면시노 

외전히 동의하지 봇하는 애노듬 보이그T 있다 7) 만겨1는 자선의 의문 

이 육걱이 저1가했던 의문과 다른 층자임음 밝히변시 다음과 부연해 

시 설명히다 “Lf의 의문은 육걱의 견해와 김은 종유가 아닙니다 ‘이 

기 말당할 때 기기 뛰띠은디’고 하고) ‘기가 발딩할 때 리기 단디’고 

하년 두 기지 내음이 세각기 이기를 구비하고 있얀 섯 Ò~~ 되븐 양 

상S 연치 뭇하깐 것。듀 lι임니디 .... ‘V 반계얀 융곡처힘 리의 작 

뷔성에 직접작 6_~ Bl 판하얀 1내산에， u}음의 이충성에 초진 S 둔디 

이것은 융곡이 인신파 보신 3 중사(써합) 관계도 설1영하얀 디내쥐에 내 

해서보 빈계기 한 때 혐의를 두었딘 논진이디 m 
。1 시론애 대해서 반기1 샤 율곡악 엽장애 ll}른나면， 반기1 샤 니1판하여 

는 이를 시악 니1 재된 정서로 。1해하는 방삭악 수체는 율곡이 이년 

7) 힘*':、J{ λ C"'道心<::llU혐iíMLfk 되ni大.liit與同몇감之論， 區區<::흉， 끼;w되明所 
IτX. Ittji뼈之펴1. 與'*'子相同， 恐j너 염大혔本듭也 띠其*':~騙따<:語 'IP-'J얘 
木'，:?， 찌n'0J~n'0J?， ~짧찢Wr훤」， 「양裵Y;.理，(1GG9) ， 108쪽 

íl) “所疑켜，p니票유之見， 但m;日 j理랬미현~j'~之， 氣홈~ITIT~표乘之’， 띠jji.κ木免홈兩心， 

而'Í'c具I먼처者겨~~. ;울疑까、未5릎明 Z슐耳 O liil\~절'iIt흉4 ， 「양裵公P월，(1660). 108쪽 

g) ‘ 영8人心월心說!..c>，.!-A l 보文集1 又깨ß hl [격D學輯홍용J) ， lI<Jit짧1 니 ~íiðJ1면氣비可￡ 

lliT!ri、人心lli{;、며認염:+透 理치7c↑、相뺑， 故人心lli{;、木 Q台相뺑. ill. t:)只 {I 人心

'l'혐見. {브κ其問디有/;r8껴'. Ifr티， 同行異情 今tι01)1꺼홈 物， 미유1두雙 

行. tZ.Ii$'人心l;(j뿜氣듭， κill心꺼，l;(~표氣듬， 珠↑、영人心之有폼， 맨ili心之所出， 

而道 C"'之發， 끼不離λC/rlι 씬則}、心<:]뀔*':ν 겨이 I멸字， 道心，<:J멸쩌， 剩 *':、
字X. ~!k如所공tι 則뾰더 C"，뻐 t니， 훌離而 之， 뾰디 白?<'뿜!ilJ. 흉행æ<:1ι 
人心道心<::lll. ↑밟~fÍ來햄久싫iz言最ßJl白염뿔tf本듭， 띠其圖펴{分엠a μ4키未5릎 

￡경，:t知~n01?" ， 'òlIlì~*~흉』 1 「與횡E文弱東f찢해뺑氣書JUGõ익)， 93---9，1쪽 



7'2 ~，κ1 
~~ 

나른 데서 찾이야 한나 ~ ,_ 한 싣미이는 마로 위의 인정문애서 반개 

가 지석한 ‘성즉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나 이의 기}넌을 약회사키는 

것은 닫 성이아석 서1 기1관애서 벗어나게 된나는 논점이나 따라서 반 

기1가 성이파악 이록적 도대가 되는 ‘이얀얀수’의 진이성을 나시 부각 

시키는 것은 당시 육걱이 해석하는 싱리펙직 9l식의 히겨1튼 넌어시 

기 위해시라가보다， 싱리펙직 9l식에시 벗어냐는 입성에 대웅해시라 

고 보아야 하 것이다 

송대 이푸 유펙사에시 보면‘ 리의 개념음 약화시키는 입상등은 육 

f연에시 왕양명에 이브는 심학(心텅) 겨1역이다 소선 싱리학자등이 

리의 기에 대히 주재싱의 의미듬 깅조하는 것은 힌편으보 명대 양맹 

학의 선개에 내응적 임장S 획럼하기 위해서디 반계논 란 치에서 

‘나정암의 논의보 기를 리E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이니 리의 본원 

에 내해서든 투칠하지 못한 측연이 있디 화단은 기를 리도 여기튼 

것에 기깜디η01 내고 란디 정암(훨짧)L]흠순(융款順 14헤- 1 ，，47)은 

바E 리를 기에 내새된 실서E깐 인지하였인 내표적 인물이디 정암 

이 리의 주새성에 내한 인식이 불칠지하디얀 B] 판아니) 화단이 기에 

이의 악["]끼시 부여하였냐는 나1판은 되기1]9] 율곡이 ?Jf「하는 관점이 

나 llt라서 반기1 샤 이의 수지1 성을 약회시켰냐고 나1판하는 대상은 율 

곡기1열의 성이싹이록이 이니라1 심학(心庫)이냐 시아(氣學)괴 간은 성 

이아석 인식을 벗어냐는 사유듣이라고 ]멍이야 한나 

반개는 이 개년의 악미애 대하여 ~ ，_것이 i이연(所以然)이냐 t딩 

연( jif當然) 간은 윈이라는 측면고} 더불어 싣지1 성[實]을 강조한나 이 

것은 워리 내지 법직으로시의 의미만 강소한 애 리(理)튼 비심재직 

개념으보 이해하게 되1， 싱대직으보 기(!\)에만 섣재성을 부여?1 수 

있기 [내문으보 보인다 바겨1는 리튼 기에 내재하는 직시라는 측면에 

시만 파악하면， l-l ]_;t 기에 리의 의미튼 부。}하지 않더라노‘ 기가 증 

심이 되 y- 리는 기에 부수하는 것으로 전막하여 슨재의 본연이라는 

101 ‘앓휩밟<:論， 끼녕pU"，:용디뀔者• ;'!!Ul、I멸之本原， 껴所未t칠 TEI':1則~'Í~'~;Z~，f，옹 

뻔 ", 'òlIlì~*~흉」， 「與劇文弱東f찢해뺑氣書J ， 8G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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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지1 성이 트리냐지 않는나고 지석한나 11) 또는 생물악 생장 연회가 

11 이 1 끼 이는 ~ ,_ 윈비로서 jiFU然이지마1 ε。1 연의 의미 역시 싣지1 성 

이 1-11 'i→되어 있으l 끼， 싣지1 성을 간피하는 한 ε。1 연의 의미를 트리니1 

지 못한냐고 본나 llt라서 시의 연회(氣fι)샤 싣팽될 수 있는 것은 

리의 섣재싱 띠1문이며， 섣재싱이야말로 리의 핵심직 의미라피[ 주상히 

다 12) 

리의 심재싱에 대힌 강소는 리 개념을 약화시키리는 전펙작 기획 

듬어1 대히 대응이지만， 또 히핀으보 보편작 저1노의 수l 헌음 추 f하는 

만겨1 자선의 기획과 맞딘리 있다 왜냐하면 이념의 보편작 섣재성읍 

고금의 시대직 번화와 싱판없이 통용되는 보편작 처1노의 수핍이 가 

능하기 위한 선세기 되기 때문이디 빈계톤 “인간파 생불이 매야날 

때 기를 등부받븐 초기 죠건에서든 그 리와 성이 통일되어 있지 1간) 

형태를 갖춘 이후에튼 그 눈(分]이 디르다 눈이 다ε 것은 자연스린 

이치가 아님이 없디 리의 통일성은 행상 눈의 치이 속에서 존새한 

다 이 섯이 이ε바 생파 냉의 절묘란 이치이다"BJ 내고 란디 주 리의 

통일성은 세보 속에서만 실현되븐 것이며) 세보 속에서 실띤되지 않 

을 성우 벼편석 。1년은 강허한 것이 되고 만나 

요컨대 반개가 。1 년고} 재도의 관개를 상해 유쿄를 rl]변하고， 지1도 

의 수립을 자신의 고l 재로 세우는 것은 성이파의 한기1 듣 념어서려는 

침아석 /1 휘이 아니나 :1.것은 오히여 이넌악 벼편성괴 실재생애 대 

한 성이악적 인식애서 벗어나 있는 입장듣에 대한 성이악적 대응의 

연장이나 반개는 이 개남의 지위를 약회시키는 반성이파석 시도를 

l l) ‘如lH:띠雖품日↑、可認氣홈理， 終울氣字홈f χPu~l.M理只홈떠힌之物.ITIT其*' 

然之용無l이見쫓 ’‘. ~0옮핏짧휠1 「뺏鄭文융東r~論뀐명氣롬，. S()γ 참조 

121 “원f벼， 11 더변甚f함’ Jlt듀[Íi]센c.，.며*2， 닝， ‘뺑며혐뻔’‘ ~nJlt看過m님 0-)){1: 
得￡변f뜯至털至f망1 상#至좀1 μtU1~용， 혐f둔영얻緊@경緊gB엔2. lî짧찢Wr훤」， 「與앓E 

:\1:;]칭東樓~íiðJ1용氣書J ， 81쪽 진조 
131 “蓋ι物;':'+. 풋굉;':w 其I멸推 成끼?;Z後， 其分則짜 其分之뺏 莫非BJ!;;':

n뀔 其I멍之 , 후/在分洙之cr. ~↑所以따命之妙也 'líiI\ ill!i4t흉」， F雜없J. 118-
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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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할 뿐 이 니라， 현싣애 이닌이 싣지1 01."1 ， ~! 싣지1 성은 현싣악 재 

도를 응해 구현된나는 각성을 응해， 'L\익 증차얘서 。1 남을 구현하는 

당시 성이파악 한개를 념어서서 재도의 증차에서 구현하려는 확장된 

인식을 지1 시하고 있나 따라서 반개샤 『수흑 4을 응해 지1 시하는 개핵 

돈은 단싱리학직 측변에시 또는 히 죄읍 더 Lf아가 유 1ι작 진!시의 

해지1 시기에 대응하는 과노가직 내지 근대지향작 기획의 선f로 이해 

하는 시샤은 타냥하지 않다 오히바 싱리펙작 이념에 근거창1 유 1ι작 

직시의 얀정직 재생산이라는 측변에시 이해?l il요가 있다 

2-2 성호의 경우 본원과 치용 

성호는 시팩시듬에 대히 전면작 녹시듬 하였다는 점에시 이전의 

싱리학자등과， 그러되[ 만겨1 ‘ 맥호 능 다른 남9l 학자듬과노 f분판다 

만겨1에거1시노 시양에 대후I ~I 식의 편t i:렌읍 보이지만‘ 만겨1는 탐 f대생 

으보 대변하는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1 ↑) 만면에 이익읍 t꺼주섣의J 

(天王實좋)， t 직뱅외 71J(職方外記)， t 천문략J(J()(略)‘ 「석극kl::克) 능 

자신이 읽은 서교와 서학서들에 내한 자신의 이해만진 S 131 히고 있 

디 

생호튼 지구구형설 S 주장하였지깐 "1 동설 FE톤 지선설은 부정하 

였다 기후의 변화에 내하여 그톤 지구를 도븐 매양궈1보기 지구와 기 

깜고 던 치이기 있기 때문이내고 이해하였다 그러고 기상 띤상에 내 

하여 온기기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그것이 기후의 치이R 인해 비니 

눈이 되미， 유양이 충도하면 우 네 "1 벤기}가 된나고 이해하있나 15) 또 

한 「수지1듀징dJ(추돼11群微)에 대한 독서듣 응해， 심장， 간장1 누뇌의 서1 

11 관이 신체의 중심 기1응을 이문나고 마악01 있나 ]는 특히 누놔샤 

1-11 벤페의 서양에 매한 인갑은 7이 ι 섭이니 『빈겨]수독』 속에서는 보이지 않 
는다 다만 강뷔福의 『東띠ß'IJ，애 반거]이] 판련한 자요 가운데 연#되는 대 1 」
이 있다， 1. 한다 그 내 g 애 대해서뉴 。l헌창(1 ，)，씨 1 ， ，XI- ，Il γ 장조 

1::;1 .星뻐flkiill，Aìl i월』 권 1 ， ，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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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각고} 시각을 수관한나는 서잉으1 파의 관점을 긍정하면서도， 이성적 

인식은 섬(心)의 가능이라고 이해 0] 있나 마하자면1 섬(心)이 신체를 

수관한나는 진J응석 견해를 서잉의학과 정충0] 여 。1해하는 행내있 

나 16) 그는 수학애 대하여 사고의 정민성(精心)괴 장의성(J건J띤)을 행 

생시키기 [내문에 ).fJ요하다고 인식하였다 17) 

성호가 녹시허 위의 시직 대부분읍 1629년 이지조(주之포 156 

9~ 1630)가 휘깨 묶어시 간행히 「꺼학초힘，(7::學初1*" 1에 포후!판 것으 

보 16세기 말부터 17서1기에 간행판 것닫이다 단지 σ맹싱노해J만 

1711년 북칭에시 ，~~행인 것이었다 즉 싱호가 녹시히 시핵시듬은 그 

가 판생하기 50년 전에 간행인 것으로 30 서1 이후 그가 녹시한 무합 

에톤 이미 넘은 이은이 되고 있는 섯이었디 기령 그븐 「치택연기] 

등에 나오톤 프등리I]U}이오스의 진문제계를 처음 집하연서 수용하였 

인대 당시 그 진문제계븐 충국파 /{:.산에서/{:.치 이미 비코 브내헤의 

진문처1계E 내제되븐 상팽。1 였디 1:)) 이억의 서학에 내한 집곤은 선진 

으E부티 불려받은 서적이 중심이었인 것으-~ .!_ι이며， 당λ1 학문의 

전개파칭으E 살 때 둬신 섯이었디 

。1 의 간은 한개는 당시 행촌 지식인이 샤칠 수밖애 없는 것이었지 

만~ ，_매도 성호에게는 서교의 서파을 어떻게 rl]면할 것인가애 대한 

문지1의식이 나미나시 시작하 1/"1 ， 서싹을 응해 인지펴는 자연애 대한 

새로운 시삭을 긍정하고 그것으1 유의미성을 초녕석 행내로나마 논의 

하고 있나 이후 성호의 후싹듣은 이가론 등 성이파악 수요 이론 때 

문이 이니라1 서교에 서학의 rl]변얘 rl]한 관점을 툼랴싸고 날회된나 

이것은 싱호튼 기섞으보 소션의 재야 펙겨1에시 시학에 대히 핵문직 

놈의듬 전면작으보 꺼행하까념음， 그럼으로씨 전펙작 사유의 새보운 

지핑이 전개됨음 의미히다 즉 시f 닝 l네싱 쓰 시기의 지식을 통해시 

긴대직 사유등과의 대변이 시 삭인 것이다 

161 0싱등사섣4 권5， r西國뽑」 

17) ~星빼僅說類選， 0권 下 「홉뽕」 

181 이용범 (1988) ， 279~ë8C쪽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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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는 수장 내용틀익 진이성애 대한 재김도를 누 총듀악 방대한 

침아노드로 낚시고 있나 ，，]냐는 사서삼경고'1 '심경J心퓨)， rF난사흑 4 

(近밍끊) 등 성이파악 시본 데스드듣애 미，，]여 시유부더 꽉끼시 한구 

전한구전 I 의미즘 수식 형식을 응해 재김도한 작업으로서 「성호정 

시， (l티냄1]1꽂좀)다 다른 하냐는 자띤과 인간에 판힌 다양히 주처1듬어1 

대히 자선의 전학직 싱잔을 정리히 것으보 [ 성호사섭1 ， ( l티펴혐듬'~)이 

다 처1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 두 종큐의 저숙듬은 싱호가 정통직 해 

석지1 겨1보부터 벗어냐 자선의 판심사와 의문에 대히 박학직 섭긴맹r식 

음 보여순다 t사성J 읍 순암(川[훤) 아성복(μ鼎”며 1712~ 1791)과 소 

남(?1B 11j) 윤농규()I 東일 169S~ 1773) 능 우파직 제가듬어1 의해 다 

시 정린되어 U성호사설유편 l(星마僅~f(Bl編)으E 새펀낌된디 

생호는 학문작 탄구에서 경선의 권위에 의거하여 신리성 3 정당화 

하기lι디 ，，]삭 내용의 신리성에 의 /1하여 경선의 권위를 정당화하려 

는 문세의식 S 괴인디 따내서 경전에 내란 탄구 파정에서 자신이 닙 

특하지 뭇한 내용에 의문을 세기하븐 것 3 당연 λ1 하며) 신리성 S 어 

이 증치에서 건도하븐 바학(博序)의 형태를 지향란디 이것은 주자의 

받언을 최우선적 시준으로 반이틀이는 시시애 경회된 학문적 분위가 

를 멧어냐는 효고l 적인 한 망법이라고 할 수 있나 성호는 의심이 큼 

수록 t득도 드7 나는 수자의 받언을 끌어듣여， ‘의섬을 갖는 데서 출 

받하여 의섬올 해i한 시평으로 냐아가는 것이 듀자의 점진석 감부 

망식"En이라고 정딩회한나 성호악 재사듣은 성호가 장부에서 자득 

(自땀)을 줌시，，]있유을 장응적으로 강조한나 ，ìj)) 성호는 빅악적 둬구 

듬 통해 주자 성리펙의 해석 기순음 넘어시끄 있으며， 그튼 위해시 

꺼리에 대후1 맹볍직 회의듬 성당화히다 

그렇다면 싱호의 지향섞은 무엇인가9 싱리펙의 기슨 해석새겨L 주 

자에 의해 정형화원 기준튼 인어시시， 진리성의 새보운 기순 수핍으 

1,1) ‘有향미르Ë%'無疑 固君TPr꺼級~;第，星?胡集] 권14， '강강百順J ， 40al~ ， 11 성 

호선서， 1 채 :!7S하 4-~ 
201 최석기 (199.1)， 2G- .32쪽 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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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이샤는 것인가9 성호악 아문방식에 대하여 어떤 연구사는 진시 

성이아석 사유로부터 난rll 석 사 유로 변호1 하는 고l 정을 읽는냐?]_) 어떤 

연구자는 싣집 성의 추구의 한끼1 양이적 사고1 고층석 내도~ ，_이고 

경서1 석 으1 지가 튀겨 있냐고 아악한나기1 이러한 해식은 성호의 파문 

직 지향을 정서1 치용(원 111 J'kJ IJ)’으보 자리매신하는‘ 그리고 그 석에시 
싱리학과 대별되는 심학의 성세성을 읽는 녹법의 연성이라y- 승1 수 

있다 

그렌네 싱호는 히핀으로， 사석론과 9l심노심섣 능 싱리펙의 이온작 

문제에 매하여 퇴겨1의 업싱을 빈호하는 삭입에노 심힘음 가 Y 얀다 

그는 「사석선띤，(四七新編)음 지어 되셰의 이돈직 업싱을 정당화해ζ 

수 있는 새E운 뜩빔 S 세시란디 2jl 또한 되계의 예설 S 주저1별E 정 

리하여 「이선생예설유펀J(李先生禮파쨌編) 6~;;'_ 편찬하였디 뿐1간 아 

니내 되계의 말인 기운데 더생의 실잔에 지침이 필만한 것들 S t보아 

「이자수야，(李子쩌댐);;:， 편찬하였다 「성호사설J 속에서 성호는 되계 

에 내란 B1방에 내하여 「무훼되계 J (~*많退껏)(권 11) ， '되계새취 J (退1셋 

범띨)(권 14) ， '되계난1 성 J (退껏南혹)1 권9) 등 행목들 S 통해 변호하고 

있나 80년대 이후 납내。” 이프시까지 성이아의 이론적 문지1애 대한 

연구듣은 한걷간이 성호샤 되기1의 파션을 변호펴고 율곡의 되개。” 

대한 비판을 반빅하는 작엽애 펌생 심혈을 가울있유을 냉여준나깅) 

성호는 애 이듣 퓨재얘 rll01 여 천착하있을까9 경서1 지용이라는 독법 

애서는 성호익 성이파얘 rll한 이러한 이론적 천착을 자이매감하시가 

곤만해 ]껴인나 

211 김용기 118881. 134쪽과 146쪽 참주 
~~) 최석기， 잎의 책:!장 「학문관파 실학정신」 장조 
2.3) 성호는 뺑평해g 합리화히기 위히여 시난괴 긴징 1 도섞꾀 ~l심의 바꾀괴징에 

서 사용하는 氣든 義뻗으1 氣약 形氣의 氣보 구분히여 이해히는 볍 g 제시 

한다 이와 과민한 최은으1 연구보 이상익，譯료 四 七新編" I서윷 t:h9_ 샘 1 

l뀌)1 참조 역자든 역서 말미에 성호의 관점용 퇴꺼1 융국파 "1 이한 해실논 
문음 부가하었다 

2.11 이굉호(1980); 얀영상(1998) 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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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애서 성호샤 유쿄를 디}변 0] 는 퓨재악 식을 나시 산펴 불 필 

요가 있나 성호는 파퓨애 대한 둬구샤 현싣이1 활용 되는 데애까지 냐 

아가야 한나는 것[줬用]을 강조한나겐 이 지집의 관넌엔 누 샤시 문 

매이 튀겨 있나 

먼저 힌 문맥읍 한1 수l 의 문제에 대커하는 것으보시 ‘식무(識務) 의 

핀념이다 싱호는 과커튼 통해시 판리가 되는 지식 ~l 닫이 한1 수l 의 문 

제에 자선의 지식음 황용?1 준 h1t3는 것에 대하여 개탄힌다 20) 싱호 

는 정전의 내용음 공부하는 것과 장1섣의 문제에 대힌 대웅 사이의 

괴리가 악생하는 이유튼 과거저1노에시 짖는다 그는 수대 과거제가 

싱핍원 이후보 칭전 공부가 시휘에 통과하기 위히 수단으로 전막하 

고 지식인날이 경선공부를 통해 현실에 내응하려븐 문세의식을 갖지 

않게 되었디고 본디 '}.7! 생호얀 시무(r낸物)에 내한 성찰의 단빔으E 

융곡파 반계를 높이 I챙기란디 2에 특히 융곡의 주장들에 내해서는 실 

진가능한 것이 많디고 ，，]작하고) 당시 죠칭이 융곡을 존중하연서보 

그기 남신 정객들 S 실진하지 않깐 것에 내해 비깐하고 있다 또한 

내당빔(λ同i!)의 경우도 ‘부역(빠f맞)은 기벼워졌지 1간 상내적。도 시1 

부딩은 터 샤중되었냐’고 지적 0] 변서 율곡 이후 악사듣악 능랙부족을 

탓하고 있나앗)， 이러한 식무의 관남은 성호가 유학 성진을 rl]변하면 

서 경세석 문지1 의식을 갇게 반영하고 있유을 ]멍여준나 냐라서 성세 

지용‘이라는 관점으로 성호의 「f교관을 자이매감하는 것은 매우 니딩 

하나고 할 수 있나 

2õ) 행經1 將tJ致벼ill 짧經lÍIl끼재씁於天 [、萬事 f둔Ðt:能죄홈J콰 l'星ìM全書JJ 5젝， 7?긴 

꺼 「右<調릅>) 
26) 싱승진시， 5 색， 574쪽，六찍1FT務」 참주 

~7) 이 관점은 r _Rl형1깅、議」를 "1 릇하여 『성호사실』 능 여러 공에서 반넉해서 나 

다난다 。l 이] 판련한 연f로， 한?끈，星빼:J~'짧~1f}tf. ~장 F 정 「星빼의 1'1용홉 

씨論J ， (_시응， 시응대 춘핀η ， 1980 ! 1987, 3핀) 참주 
281 星湖集』 권11 ‘、헬法〉 권"lG ， <해更댔> 

29) ‘後來成大同之;1:11， λ無뽕않 겨M펴기'.<:t:.1Ii 輕而랬르흩， I옮)便w'# 을H~!ri꺼월 其생용 

준훌 F半在 則 ιJj!(z:t*盡行， 而後來댐，:i~. 無許大力울tι o li' ì폐수뿜d]， 1-595 
상，論更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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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성호는 식부의 지천서로서 유학 강전이 갖는 한게이l 대해 

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1.는 식무능백애 t:1]한 시식인뜯익 걷웹 

을， 세도(世道)의 쇠되이1 따픔 지l도의 변회외 의식의 부패이1서 찾;ι 

있을 뿐， 경전익 니l 용 자체가 갖고 있는 난본석 한개애 데해서는 전 

혀 분처l심치 않는다. 속 그는 경전의 내용에 충섬한수’÷ 식무에 대히 

판념과 능펴은 자연스럼게 수1까되는 것으보 여기고 있다. 이것은 그 

가 꺼지하는 경세치용의 입싱이 유‘1ι직 섣시에시 벗어냐기보다는 오 

히리 유」ι직 찍시란 현선 속에시 선헌하는네 있음필수 보여순다. 만입 

여기시 ‘단생 è]혁작.이라는 수식어릎 분인다면， 그것은 어마까지냐 

‘내변의 노녁화’닫 우선시하는 입상으로부터 ‘정서l 직 층자에시 권전하 

γ- 것’윤 ['] 중λl한디톤 의미에서!간 기-능하디- 그띠니 성리학으도 내 

변되얀 유교적 질서를 벗어니 콘대적 사유흐 니아기-은 입장 o_~ 해 

서하은 것은 설특랙이 없디-

지용(致用)에 내포펀 성호꾀 FE 디 든 문세의식은 겸 션의 이념을 행 

등에서 관칠하은 것‘ 측 더행(德{J")이디 석무가 세계에 대한 키술적 

지석을 의미한디년‘ 덕행은 윤리적 실진을 의미한디 성호끈 파거서l 

도를 나l판해던서 더행의 측변을 다유고} 깐이 만õ1'，，:ι 있다. 

“ U줬가 쇠꾀한 꺼보 시함틀은 재능이 많은 것묘 ~ 1:.려워한다. 재능 

은 노비이 해가 되기 때문에， 우능해서 순수한 이비석읍흘 온선히 지 

키뉴 것만 뭇하다 정신은 지혜외 술↑:를 훗 ,1_. 지1능은 아해(利획}등 

풋"-‘ 문쇠 ε누 것。-로븐 명예를 추'-f하，，-， 극력P 로뉴 11께하논더l 힘 

쓴다. 이렌 갓-까 비유하자연， 빙기샤 폭력을 악는 수만이씨만 어지러 

워져 λ}팎을 쭉이늠 깃과 같고 슴이 여)를 행하는 수면이씨만. 취해 

주정하고 윤<!l즐 」르치는 깃과 같냐，__l 쳐유에는 하나의 주채취향이 

땅향g I:l}꾼 것에 북꾀히디‘ 바꾸게 된 이 유는 뉴L잇이겠는기? 가브침 

이 앵히지지 않았지 때바이디. 기르칩은 누잇 g- 만세우는기? 도덕의 

심치[德m인 뿐이디‘ 후시1에 λl 탐g 뽑g- 때는 빈도시 언어적 기숭능 

력[文詞]음 위주로 하였다 그려나 덕행이 있뉴 차카 반브시 운사(文 

詞)등 장하뉴 것은 아니다 그랴 L!로 문사를 위주로 하1，') 익행음 내치 

게 된다 오누날 문사듬- 일삼븐 자능이 이씨 믹행음 시온하지 않느 적 

이 있던가? 임으루는 녁행응 거 문하연시 마음으루는 녁행을 」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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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세상이 F통 업으보 히는 믿민 숭시히고 11]--;:;--,'2 치시히기 때 ι이 

다 만얼 마읍파 행겨이 일지한다';:L "1 록 문사ι] 이 해노 쾌잖음 섯이 
다’‘재) 

성호는 인간의 재능과 지식을 ‘병기(兵뽑) 보 \1]유하며‘ "'，이는 맹 

식에 따라 대싱음 침해-tíl 수노 았고‘ 침해로부터 대싱을 보호한 수노 

있다고 그 위험싱음 지작힌다 그리되 그 향뱅이 오직 주지1가 서1 겨1듬 

내년하는 보더저 자시l에 달려 있끈미1] ， 파서저1 ← 이 자새를 문세삼지 

않는다고 비깐란디 여기서 성호기 고신하끈 치용의 문맥이 "이닌 

디 그것은 이념에 내한 인이적 기술|文詞|파 실잔|德行| 사이의 꾀리 

디 성호끈 송내 이후~ 지식인들이 경선에 내한 지작인 탐구에낀 몰 

두하고 실진 3 등한λ1하였디고 I챙기하번서) 그것은 유학의 본 tll 적 지 

향에서 빗어닌 것이내고 바판한디 31) 이것은 성리학이 보덕적 실진의 

이론적 끼반。iI 대히여 천착0] 변서， 안히여 싣지1 의 도막석 싣천을 등 

한시히고 있냐는1 인송악 내도에 대한 비판이 1 이 1 성이싹익 이론 자체 

。iI 대한 나1판은 아니냐 

성호는 이러한 막행악 관점。iI서 영낚 시삭인듣의 1]풍을 서울 지 

식인듣의 1] 풍고1 대나1 사켜 지1펌가한나 만로지 자신의 영믿을 추구히 

는 서울의 1]풍애 비하여 영낚에는 ‘?「팍익 본내석 모읍[러lL'l’이 산 

야 있으며‘ 그듣이야말로 유사시에 」r가의 휘이 되어ζ 것이라고 본 

다잉/ 

.30) 띠敎댐흉1 人健多융딩 能tzr1뽑 /t(不상때;能ι全니t~}뭔션ι w좁미띠個智」건 t)，才

m몹재뽑1 μ文자個名훨‘ t)， i3JJí몹소遊 Jt~n""，，*)ifrtJ，禁暴， rlliM옳[짜人 ， i뻐~ 

f껴以iJ 없 께狂뼈댐倫‘ JtfiJτ;過 gi土宰趣[Íi]易方엔LR쩨t)，易경 {매-ill? 敎不

行 t김 敎以Í')홈:t. 德行ITITE 後빠죄j人必f文詞 德行좁*ι文詞 ItctiH:띠出 
彼， 今之文詞입， 띠흡;↑、듬德行'1 P德行ITIT{.、댐之 . jl!:'i두앓디미~;LAtz따 如使{)

웰之↑、계 雖文해 可 lli. ""星빼쫓說] 권J:j'人事F9 ‘ 德行文詞， . 낀Ih -~1"껴 
.31) “自 't't)，還‘ 없용ιZ學‘ 뺑深빡원 γ패γι義 深9'Ejl핀등i ， 뿜說짧잃 人댐써써 

1~{~， 又끼'7C쉽;11 知m績於iJ 석9人벼 ， '1 J 有餘)J. MUtJ，學文 니氣~~-ι不f각 ~n 
此쫓’‘ 「성호선서 J (-j-(-jHK, ~사실 μ 「댐쩡」 

321 “古者人때老成 在젠則尊， 在延則貴.!1f.不敢微尊 隆기:敢뼈R옵， 所μij!({'i'i 後켄f 

f ↓중ilI며 1, 少맘t뎌事， 끼'1없:+弟ι?용」매父兄 父兄亦묘윗同， 國.lI\l大헬쫓 변、孝何 



유:il1적 질서의 재생산g로서 실학 íll 

，.런데 성호샤 마하는 고약(버 jt~)’은 마로 삼례서 약이1 표현된 예 

지1 를 싣지1로 구현하는 생활을 의미한나 ]는 자신악 영딘을 우 선 λ1 

하던 서울 시식인틀。1 벚 대를 못 샤서 몰라펴고1 펌관되는 것이1 반 

해， 영넙익 시식인틀은 선행의 문하애 출압하면서 주C현(영딸)’의 이 

념음 심꺼힘으보씨， 자↑1닫의 ↑1분을 대대보 유지한 수 있었다고 본 

다 JJ) 즉 녁행으보시 줬!IJ 이 문맥은 유→1ι직 직시의 이념음 지작으보 

탐 f하는네 그치지 않고 생황 속에 수l 꺼하는 것이다 

이것은 곰 싱리학직 문제의식의 띤성이다 왜냐면， 송대 성리펙이 

자선의 성씨싱을 ‘노학()륭텅)’이라는 개념으보 드러내어 이전의 유학 

과 f분승1 애 그 기획읍 언어직 지식과 노녁작 심꺼음 입지시키는 

것이었디 

생호톤 이 두 번째 문맥에서 되계의 칠학사적 의미를 읽얀디 그톤 

되계의 탐구기 ‘곤분이념파 그 윤리작 실잔의 문세I+:폐倫iτι間|에 

낌중해 있。며， 정사(政事)의 내처 즉 석무에 까지톤 니아기지 않든 

다고 분디 ’% ‘윤행(( iTìîτ)’은 곧 ‘더생(德行)’의 디든 표현이다 본원 

( ，j，때 l’은 이기은파 심생은의 영역을 ‘윤행( Iiilh)’은 예학의 영역을 

각각 지칭하면서 이남고} 싣천의 관기1로 연관된나 성호는 삭무익 진 

행으로서 율곡고} 반개를 사이매감하는 한떤 본펀고l 막행의 진행으로 

되기1를 사이매감한나 ~ ，_이고 성호는 후자익 측면애서 되기1 샤 수자의 

석진(냥傳)이라고 천싹시 석 시위 듣 부여한나 3ti) : r.이고 성호는 되 기1 

ætr? 랴륨ft1fJ펴ιZ南， 구듀Iff1'ì.댄 後1:不敢與先쿠f抗~， 尊t숫二人ttl， ι1'rl'~ 

有『되WJ(J付몹廳디 rtri 'tt ， 용l'、敢揮!TI， 勞不敢盤坐1 꺼、有f한1J 可보 國흉有事 必將

有뺑품 " ，星ì!liflí;~~J 권l3 「 人事껴 孝弟).::1~J ， 71이)~71a쪽 

331 ‘今易進難3H， ~훌之jlHι 其뺑tι， 뻗치J無~It 拍퇴벼f指， 기，1J;n休날， 빠領F터zjli. 

果誰용홍得失? 是u냄近께극완 @찢켄t無'ff 便$:下탱g g롭j샤 則기:씬 土之子떠탬土， 

rtri tlJ入於先賢F이、컵1 13 잉~:I~μ +t'l\띠난~;용짧， 기;替월賢ι중ξ 義:옵μ션L 펼賢11 

大， 11흉a쩨t)，生也” 댈때행짧」 권1.3， r人事껴 易進짧退」， ?ιõb--'308쪽 이와 

간은 F「?)은 」星湖행짧」 권1.3 ， '人事門 · 범F팀#댐J ， 2,18 -<?5a쪽 g 여미 곳 
에서 보인다 

341 ‘今원짧之뿜휩J;i)1i\'*i)~jíÍiJ行之間 未!}Jj，、政事'I?때‘'!;:lll영n~쩔， 10 上 361 
즈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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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예학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36) 이로써 사계(沙않) 

김장생(金長生)과 그 후예들에 의해 진행되는 가례(家禮) 연구를 펌 

하하고 있으며， 은연중에 자신의 가례에 대한 탐구에 의미를 부여한 

다 성호자신은 명확히 표명하지 않지만~사칠선편~ (四七新編)을 통 

해 퇴계의 성리설을 변호하는 것 역시 성리학의 본원에 관련한 적전 

이 퇴계와 그를 계승하는 자신 쪽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요컨대 치용에 대한 성호의 두 문제의식， 식무와 덕행 어디에도 유 

교적 질서를 념어서고자 하는 대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두 측면 

모두 유교적 이념의 적극적인 실현방식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득히 

후자의 경우， 성호는 덕행의 실천 수단인 예저l를 통해 유교적 질서를 

생활 속에 확립하려는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점은 당시 성리 

학자들과 공통적 입장을 보여준다 

3.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 

3-1. 반계의 경우 : 향약의 확대 

반겨1는 다양한 예제들이 모두 실재하는 이(理)가 현실에서 형태를 

갖는 것이며， 절도와 문식[節文]은 곧 본래부터 실재하는 기준[度數] 

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37) 그는 『의례』의 「근례 J (觀禮)를 

35) “朱子家禮書， 是因時制宜之典 雖티未及完就， 當時及門之士， 以升堂記聞， 各

有成說， 分門類入， 以쩌寶本文. 故後來疑文錯節， 至是大定. 於是天下摩然從之，

是周禮之復明於世也， 至我東方， 退關李先生， m댐起於효服之外， 尋縮於蟲簡之

中， 浦貴該治， 反射錢實， 덤宋以後， 適傳不可誌也 " ~星湖全書~ 1책， 607쪽 

하단 r李先生禮說類編」 참조. 이와 동일한 논점은 같은 책， 619쪽 상단 r題 

隱先生喪奈禮序」에도 보인다 
36) ~국역 순암집~ 3책， 179쪽 r困文錄」 참조. 이 기사는 순암이 성호를 처음 방 

문하였음 때 주고받은 내용음 기록한 것이다 성호는 순암에게 예학이 서인 

은 沙漢에서， 영남은 퇴계에서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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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난(협IJ을 방시하는 납본 rl1 재은 예재익 수랙얘 였으1/"1 ， 감 

동체의 단위미나 ~ ,_ 단위익 성격애 벚는 예지1 샤 있어야 한나고 생각 

한나 :1.는 삼대샤 장시간 "1 세를 누런 수 있었던 것은 마로 마로 이 

예 때퓨。1 라고 여낀나 38: 즉 반기1의 예애 대한 퓨재악삭애는 사회적 

흔란음 u1 i::'1 예벙하기 위히 보띤직 규범지1 겨1튼 수핍하리는 유학자의 

전형직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만셰는 향음주에와 향약의 자서1 힌 모델음 t수 'b에 제시하그T 있다 

그는 두 예제에 판히 푸대의 모델등음 참소하면시， 두 가지 문제섞음 

지직후1다 하냐는 예의 이념음 제노어1 작석히 만C녕하는 것， 즉 이념 

의 만영[大옳]과 섣행의 편의성[뻐ß!.il 사이의 소육문제다 만겨1는 「의 

레기와 후 1내의 세보를 비교 짐작하번서， 예악의 회복은 변경시키서 

얀 되얀 내체(λ體}를 띠내 칭비하븐 것’을 기준。 R 삼븐디 띠내서 

그튼 그기 세시한 모델은 「의레]의 양식에서 예의 본의와 벌 상단이 

없는 절치깐S 생략한 형테이디 

기령 주인파 섬석자들이 당에 오E 뒤에 c의례J 에서는 주인이 손 

님들에게 술 S 띠내 내침하기 선에) 얀자(날휴)를 시키서 손닌파 수 

작(剛펴)하는 행식을 "1 이 갖게 한나 이것은 여수Cli，메)의 예(禮)를 

시행하는 것을 "1 이 냉이는 으1 내를 갖는나 반개는 이 전차가 진행되 

는 동얀 수인고l 손뉘이 모누 서 있어야 하는더L 샤장 연로한 사란39) 

을 으매 서 있게 만트는 것은 행유수례의 본의， 즉 연로한 노인을 놈 

인나는 취지애도 맞지 않는나고 갱고 삭재 01 있나 반개는 조선악 표 

준석 모넨이 되었던 『수사샤례」애서도 그러했유을 지석한나 40) 

371 뼈慶→ 白 威慶→千 無非훌I며之形극홉tι 所5밤태i ι者 lJl其껴호數而g디 k之tι

O liil\~절'iIt흉통J. rw.鄭 ι:1~東f영論I먼처별，. 80'욕 참주 
:lM) ~용해「빼뿜，. 嘴聖人制禮之초tι 「下→M、깐敬， 힘없니此 펴LψJF디生? 今人낌謂 

若쉰많. J'흰:i':!:兵슨홈 ~l乃因今所習 度1)1'1-，던、 ↑、知聖人뽑大制?'fì之ill따 솟禮， 
:#1키 #ffl. A下]，7:下.fIl 입삐뼈未亡， 則A下품ffiU~영찍.$. ~I[其不뚫 λ 

.M디是， 雄]，fr꾸雄， 無所대1其好. 1너 以표암久降而허L기'4.t니， →(，之所μ→(1:3ι

( ，政웠」， 『뼈짧짧흉，. 131'.1321 
:M iQß앙〈엽禮애서 엽의 서열은 나이가 ? 선시되기 때문이다 
101 .짧앓염웠」 권 10， r췄앓 Z制 上J ， t3B쪽 꺼: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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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냐 반기1는 싣행의 간편을 본의(本義)1댐나 우 선사 하지 않는나 

가랭 헝유수례(椰힘;팎禮)에 대한 딩(범)의 재도는 간편애 초점을 누 

었시 때퓨얘 쉽게 싣팽할 수 있는 편익성이 있시만1 예악 본애 정신 

인 장경익 이닌이 진혜 반영되시 않았나고 본나 ]는 딩의 지1도는 

꺼리와 9l 욕의 순면음 미봉하는 것에 그쳤다y- 지직히다씨 J 띠1문에 

만겨1는 자선의 h1 델음 당(뽑)의 제노나 t 주자가이IJ 에 의거하지 ~-j7-! 

[의에J듬 L〔믿보 만등변시 그등에 대해시는 참소하는 멍식음 쥐후1다 

이거럼 예의 본의의 심헌음 우선시하면시 섣용성을 추f하는 것은 

17서1 기 조선 유펙자의 공통직 문제의식이다 더CfLf 본의닫 좌대후1 

심현하기 위하여의펴1，와 「예기』 능 되[이1닫 우선작 기준으보 서1우 

는 것 역시 사계를 비롯한 17세기 예학자들의 임장파 공통적이디 반 

계의 예세에 내한 문세의식은 바;;:'17새 긴신 유교"1식인의 전형적 

문세의식파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디 

에세에 내하여 반계기 갖븐 rE 하나의 문세의식은 향。} 3 일반 사 
서(_l폰)에게 까지 확내하려는 것이디 향익은 향당(꺼j옳) 6."- 통칭되 
는 향흔사회의 공동제를 규융하톤 자치 1Ì" <? 1 이디 되계와 융곡의 향약 

모넨이 재 λ1 되는 16세가 이후 조선 헝촌사회얘서 헝약은 ]댐편회된 

나 4:-" ， 되기1외 율곡의 행약얘 모덩1]01 된 것은 수지하는 것치렌 「수자 

층손여씨행약」이나 반기1는 이 모덴 자체가 펴나의 난본석 한개를 가 

지고 있나고 본냐 ]것은 행약 :9[동체의 대상을 시뒤(士類)애 국한 

하고 있는 점이나 그는 ‘마인 국샤샤 헝약악 조항을 i걷쳐서 수(州) 

외 이( Fj!)에 사는 인반 사 즉고l 펑민틀。1 실행할 수 있게 하여면，. 

식목등음 소성하지 않을 수 없다’그T 주싱힌다 따라시 '1샤겨1수 '1..1:에 

411 或더 ‘不必@대너 定載 而P、載 『慶뼈， '쩨용xf핍」 本 씨앗 『냄志， '쩨용xf핍i영， , μ 

F용 H，i몫參염?벼ι1 可엔L ‘ 솟~nJltrc리可 亦可免於뭘.~~꿇中 !i\Jlt書ι~M11i\l古m

며:옵， _H，돼參염m*염?ι ， t)，待벼엔L 書)]上 [、뿔f예{tiJ.i.';， Jl:l不可獨찌T是含)뼈띠Jκ 

也 상縮編닝U或J:1v매tflÎειJ콰 況居l뽕雖tιrIiJ易jJ， ~.틱有:q~효 :Ï:i'i'l흉ιιL義R흔 
多 (禮之*:lí1.{， 敬， 띠면禮띠죄j其簡{변， 欲因1Klmi종M、大理人값버禮뱃今 j강之問 

耳 ').(11짧핏~j'~錄] 권1 11, '敎選之制 下J. 44a낀)(~III1:\') 

121 김영현 (1999) ， .H2쪽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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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수례」의 취지외 되기11. 율곡악 취시를 고여하여 士E를 I/-→한하 

는 새로운 행약을 재사한나 43) 

반개가 행약을 지1 시하면서 칩줌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마로 잉반1 

서족， 서열 등 신운석 차이에 관해서나 반기1는 당시 행석(엠藉)얘 잉 

만만이 녹섞직으로 오닉는 것에 대하여 비펴하=nl， 무삿 사유에 속하 

는 사람듬은 h1 두 작여시키며， 향약에 대히 녹회 능 행사에시 선분이 

야민 연렁에 따라시 깨지해야 힌다고 주상히다 그러되[ 만겨1는 그 섞 

음 ’향당에시는 나이로 시엮음 두는 워직[序혐]에 따른다 따라시 è+ 
이의 앙고 직음으보 자리듬 깨치히다 만입l 귀천을 기준으로 ilH 지힌 

다변‘ 어떻게 ‘시치(序힘) 라고 말승1 수 있겠는가? ’↑ 11라는 퇴겨1의 놈 

의를 논/1 ;;:_ 삼얀디 말하자연 반계는 되계를 닫이날여) 향당에서톤 
나이1ι디 우선하는 것이 없디|펙용莫!IQ휩|’4Ci J 내톤 유교 본래의 이념 

s 향。} S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섯이디 
반계기 이 서치(序협)의 이념을 디루연서 특히 세심하게 논의하톤 

FE 하니의 문세는 서얼(땀뿔)파 적통(띠며상) 사이의 구눈에 내딴 것이 

다 서얼허동은 /{:.산 λ1 내 유교지식인날의 내표적 주장 충 하니다 빈 

기1는 이 혈연석 출신성얀괴 지1능을 상해 휘득한 사회석 신운 시。1 악 

갇등이1 대하여 누 영역을 구봐하고 우 선하는 윈칙을 던이한나 

멘거 인지1 악 등집고l 학쿄 쿄육얘서는 서열의 출신성날을 문지1삼지 

마고 _9 직 재능애 시준을 누고 선빈해야 된냐는 것을 강조한나 반 

기1는 사회의 도막 [t면털]이 진작되지 뭇펴고， 인재가 등집되지 못하시， 

그로 인해 정지가 문만해지는 이유가 마로 퓨멸을 우선시펴는 퍼1습 

에 있다고 본다 

4:,) ékP얽.~R Béil1r約르는윷 但其별木홈士ùif!，、相杓W:'1홉t!l 若뎌國家tjJ明敎條， 使

써lj!士따、無끼、興行， 미{其問節뎌有↑、염4、찢j떠용 是l이jti:jl!:댐À;有ι샤、-fj:il 경， 

캅써所f혐↓릅， 而~fllí-'Í'r下同 今(용!ili~ 0 ，팀미영 J ~바 物 · 웬:;\;II1J之;륭 而參以꾀 
짧몇김杓條Æ~옹條더 如右 ( ，용혈之씨 上J ， ~Mt~t;J꿇4 권G. 20c --2ν ) 

44) ‘ 영!r黨.rf현， 以年之長少홈~j~ 若1)잃lt 며굶.rf~￥tι TI序홉之등업乎’‘， -u옮횟Mì 

錄J 권R rjQß約事뎌」 13여 참조 

.1::;) 'níd,‘ 「公유:표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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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반기1는 재능악 여부를 시준으로 삼이야 한나는 것얘 대하 

여， 쿄육괴정얘서는 천사인지라도 신분의 차별을 우선시 0] 시 않는나 

는 것을 샤지고 정당회 0] 변서， ‘인간이 내어나변서부터 뀌한 사란은 

없나패1는 『예시4 악 구정을 논기로 삼는나 『예시4 익 빈언은 신분의 

서1습싱음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1분읍 녁을 수만해야 히다는 문 

처1의식음 갓그T 있다 만겨1는 이 t 예가」의 는점음 밴어 ↑1분의 서1습직 

자변음 지 r냥하리는 것으보 악전시킨다 

만셰의 시역에 대힌 이 놈석이 과연 단싱<']펙작 시션에 속하는 것 

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변 시염이라는 ↑1분 f소 가새튼 부성하는 것 

이 아니라 시얻에 대힌 세습직 자변싱， 소생 중에 창11서 시염이면 그 

후 1내들이 세슴작 Ò~~ 치별 S 받얀 부눈에 내란 비판에 국란되아 있 

기 때문이다 그러고 이 빈계의 논진은 융곡3.. B]훗란 융곡의 후예들 

이 줄기치게 주장하는 건해이기도 하디 그파디든 오히려 당사 신눈 

처1계의 단순 S 유교적 이념구간) 주 더파 신눈은 함께 수반되어야 한 

다톤 지향의식을 가지고 해소하려븐 것 Ò~~， 그런 진에서 유교적 실 

서의 새생산이내는 측년에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디 

반개는 교육고l 관료의 선번이라는 강석 영역얘서 지1 능고l 서지의 

이남을 우 선시 0] 시마， 샤퓨이라는 사적 영역에서는 서열괴 석등의 

구분을 엄끽허 0] 지 않을 수 없나고 수장한나 반개는 신낱이 천한 

사란이 뀌한 사란을 섬시는 것은 L}이 어린 시란이 어른을 섬시는 

것고} 간나고 마한나 ]이고 중국의 사례듣 듣어 서열。1 적응을 강경 

하는 것은 지역애 상관없이 ]댐편적인 윤이라고 강조한나 반개는 샤 

문의 C녕역에시 직통이 시얻음 펙대하는 것노 \1]펴하지만， 놈의 증섞 

음 시염이 자↑1의 권에튼 가지고 직통음 침해하거Lr 칭시하는 것음 

비핀하는너1 눈다 만겨1는 시억이 직통에게 무에튼 범하변‘ 향당에시 

훈겨1하고‘ 그래노 y-치지 않음 경우센1 커번해야 힌다고 주성힌다 lí) 

4(i) 관련 f정은 「예기J ， 「/쟁퓨따」애 보인다 大T之:oèT. 士t!l 大下無生미웅경 

t!l !!1jl!:以 \r끊뚫 象賢t김 μ官앓人， ~행之殺 t김 

.171 딴、향휩j廷벼人， 땐굶問A賢白 不可써니r't~ 至於→家名分， WIIT可不嚴‘ 少ι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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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반기1는 가문의 영역에서는 서영고} 석상 사이의 신운석 구분 

을 우 선시하는 입장애서 당시 사회적 갇등올 해/，0펴고 있나 이것은 

쿄육 등의 강석 영역괴 샤퓨익 사 석 영역 사。1애 우 선하는 윈칙을 

던이한으로써 당시 사회악 모순을 해걷01 려는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 

멍식이라고 한 수 있다 

3-2. 성호의 경우 가례의 확대 

성호애게 있어 본윈괴 윤이애 대한 팀구는 유쿄이넌을 샤 손괴 사 

회애서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팀구1 즉 예애 대한 딩록으로 진기}된 

다 싱호는 주희가 주생하였던 것처텀으}에』튼 과거의 시휘과목에 

포힘시켜야 힌다되[ 주상히다 싱호가 농#문~l 닫과 주그T 연1는 전학직 

담돈등 가운데 가상 망은 부분음 자지하는 것은 유jtL이념음 처1노화 

하는 예처1듬 f애화하y- 퓨준화하는 것에 핀해시다 성호의 사유듬 

심학으보 득싱지우는 연f듬어1시는 이 부분음 간과힘으보씨， 성호의 

문제의식에시 제기되는 지용음 근대 지향직 판점으로만 이해하는 띤 

건을 유말한다 성호기 지향하얀 치용은 유교 。1념을 이은작 수준에 

서기 아니내 칭치와 생핀의 수준에서 실띤 FE븐 헬용하븐 섯이디 그 

리고 그 한 핵심이 바R 유교작 생펀규뱀이자 양식인 에이디 

생호는 앞서 지작하였듯이 되계기 문인날파 예에 관해 단은란 내 

용들 S 〔「이신생에설유편』。도 칭리하여 자신의 에학 단구에 rE내를 

삼는디디 그러고 U기례실서J (家옆횟멸)를 통해 「주자기레]를 년밀히 

지1김도한나 이러한 팀구 위에 성호는 사신익 집얀얘서 실행할 샤례 

의 행내듣 예삭(禮式)으로 수랙한나 :1. 예삭은 현재애도 星따익 후 

事長 않之事뭉 其'í);-t!l [Çf;홍事뼈.jjg其져護 凡事↑、껴~mp，띔. 1、껴~_ill!:生. ，월댐 

ili. 1、없等범 雖年少屬下경 4、敢爾i!J. 雖르는앓願. 1、없fK야많뭉훔 ↑을!k야힘r"ll' 若

1< r잦휩無미뺑者， 챙í~펀共짜<:. 기:냉(극완 E한르율論블6 홉때本國人入cjo朝， 見i띤다따흉f 
j꽤1늑道.1<tr:M需士영양牌버邊道， 별생下없 ;'t '1늑下후f趣 탤致행者， 怪而問<: 路
人압口， ‘爾國 8洙， 故생而下쩌탠딩 彼j3r리 t댄현 t니 庸土其@회t니 士탬大大 !tê. 
〕좋官):1~위f:jl，J늬， JL효天 hιj훤義也('짧찢隨1j， 권9， '敎뽕ιaf팀J 上J ， 19<~O~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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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듣애게 시준이 되고 있나 즉 성호샤 지1구성한 「「쿄석 질서는 ~ ,_ 

잔여가 현재애도 진해지는 셈이나4씨 

성호가 샤례를 지1구성 01 변서 가지는 퓨지1의 식은 관직을 갖지 못한 

인반 시서(士깨、)듣이 싣팽할 수 있는 행내샤 필요하냐는 것이나 성 

호는 t주자가에」가 사마광의 t 시의 J(書뚫)닫 l〔델보 삼있、는너1 ， 이듬 

은 히섣감이 저p휴가 섣행하는 예에 근거하여 처1정히 것이기 [내문에 

일만 十f가 섣행하기는 어휘다고 보았다 따라시 낚시 t주자가에J에 

대히 맹목직 순수듬 비꾀하1， t주자가에J닫 힌층 더 간소화한 것음 

주상히다 즉 입만 사족등노 심꺼한 수 있는 예저1의 수핍음 지향하변 

시 가이1의 간소화듬 주상히다 

-;;:산 유학자들은 「주자기레]의 뷔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자기 

레기의 입장이 주희기 만닌에 에에 만해 논의하븐 입장파 일치하지 

않는 진， 고려1와 디 든 진 그러고 기불파 복식 등에서 죠신의 시속파 

디르거나 아예 없는 것 등의 문세를 중심 Ò~~ 주자기레기를 파완하 

는 긴신의 표준형 3 칭립하븐 섯에 븐 관심을 둔디디 이 작업은 [주자 

기레기를 보임하는 。1 써의 닌계에서부터 이미 니타니지 1간， 17시1기에 

이트변 :1. 작엽은 줌국에서 무니진 줌회의 정서를 조선에서 싣현한 

나는 것고1， 수희샤 '"1 판으로 넘겨놓은 작업을 싼성함으로써 도응을 

잇는나는 의식을 수반하면서:1. 으1 삭을 이데융로시로 삼는 유학자듣 

애게 중대한 고}지1로 된나 샤t녕 우암은 시개의 신독재 2"11얘 건친 예 

학의 작엽애 도상으1 기1숭이라는 의미즘 부여 01 변서 문묘애 증시해야 

한나는 수요한 논기로 삼는나 49) 

그렌네 이닫이 t주자가에J 의 문제섞음 해소하는 심마리는 주회의 

유언이다 항간이 쓴 행상에시는 주회가 염종시에 자선의 싱에튼 t의 

l네1 ，에 따라 하라그T 유언히 것으보 전히다 이것은 주회가 만년에 고 

에의 회복음 휘씨 주성히 것과 일치하기 미1문에 。1푸 싱리펙자듬어1 

4íl) T星빼禮式」의 7요 성격에 대해서는 다근 기회애 다루겠다 그 대략에 대해 

서뉴 이싱 11 (~()()()) íll 냉7씌 참조 

.19) 이봉규(1998)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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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우 선적 시준이 된나 따라서 조선 「「파자듣， 특히 시 개의 신독 

재는 고례의 정선을 회객 0] 려는 성이아의 이넌괴 유언애서 반힌 수 

희의 엽장을 난기로 「수자가려1] ，익 문재점을 고례의 정선을 되섣이는 

망행으로 벼완하는 작업을 「상례나1요d (핏禮備要)외 「가려1칩란J(家피발 

輯텔) 능으보 온1 싱힌다 즉 사겨1나 그 푸예등이 빈이] (월禮)의 생향음 

대변한 때 땅생 기준으로 삼는 것읍 고펴1의 성선을 두텀까 수l 뀐l하는 

것이다 그 띠1문에 이닫이 마련히 가에의 핀준읍 매우 서1빌하고 복집 

후1 형애가 판다 

성호가 가에의 퓨준을 확핍하는 과성에시 검토하는 대싱 증 하냐 

는 바보 사겨1의 [ 싱이] \1]요」이다 성호는 위와 김은 문제듬 의식하변 

서 디음파 같은 자신의 입장을 세기란디 

주문공행정(太文公i뒤이)에 의하면 ‘냉이 위독하사 문하생등이 묻시 
픈 ‘민인 묶이기시셰 되면 1 상려]픈 저의 J (콩쫓)에 의히여 치든까요9 

히니 ‘소댄파때)히디’고 히고， ‘『의레， 1園뿔)든 띠라서 해야 할까요라 

고 히지， 고세든 7τ덕였디”고 한디 『송녕선독J(*염r;;때)에는 이르기 

등 “『서의』듬 써야 합q끼’이 , 1. 하자 선생이 머이듬 흔닐였다 그래 

서 『의머11 ，를 써야 합니끼? 하나， 역사 머다1 등 흔듬였다 j그냉다，;:[ 

『서의]와 「의러11.，등 참작하여 서ι] 끼?’ 하나， 그지]서야 ， 1.개를 끄덕였 

1'1"고 한나 두 r데의 션이 동엘하시 않으므루 에를 배우는 사까 어 

느 깃응 따라야 힐시 헛간리고 있는 저시나 

끈새(j[[世}에 새삼 박세채(朴世경 H꺼 1 -169，，)븐 이떤게 밀란디 

“『주 ι공기레(朱 ι公끼(1훌)，는 분래 『서의』에디 디시 『의레」픈 진고 

히여 정리한 것으보1 한 집안의 픽요에 매비히려고 민든 것 ~l네-，천 

어] 이미 잃어버려 디시 수징히지도 꽂댔고1 갑히 픽요한 I깨에 사용할 

7노 없었다 따비서 7희의 유언은 'C가례』가 이미 없이졌。 q 그서 

『예갱]이뿔):10)이] 의기하여 장작해서 해야 학 섯아니] 이 말 ò~는 섯。l 

지 반ι 시 황산(9i빽]이 말한 바외 같야 한견샅이 「의례 J에 따이 행 

하라는 갓꺼 아닐 깃이나 사계 (;'?l;~~) 김정생 l:í}흐*)，0 J 때문에 매 

::;0) .예정 (:1;뽕經)」 『의레』든 기 랴킨다 



,10 ~，κ1 
~~ 

양 고려i(구뉴禮)든 『상레비요J (핀뻗뼈1깅) 얀어) 첨기히였는，11 사먼(랍 

퓨) .중착(重찮) 등은 "1 톡 황산노그것음 다 행했다， 1. 보승하기는 이 

며 ?며， 장사깨 송지(松돼)등 사§ 하는 섯은 『의머11 ， 011 보이지 않뉴 더] 

노 오히며 사 g 했다 그래';j서 문득 J하나같이 「의례 J에 띠이 한다 , 1. 

막한나 또한 」 때문에 허나한 엣 경진의 내용응 F싱례 "18.，에 꺼가 

하였는더1. 0가례 4에시 평끼、 규정헌 제투 」리고 주희가 인종사에 낚 

긴 의투와 모두 η 후'I"~ 갓꺼 아니나” 

(바새채의] 이 설 1성은 지극히 눈벙해서 주자의 의보에 내하여 달러 

까할 것이 없나 대기} 예샤 없어진 。1 후。11， 고려1]( 버禮)를 갑자시 샤셔 

나가 캠집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사대도 변하고 사정도 마뀌었으시， 

또한 옛넌의 규정이라 해서 모누 시행할 필요는 없나 ，.리므로 별도 

로 「가려11 ，를 마듣었던 것이나 「샤례」는 수희가 측부인(빠大}、)의 상 

중애 지은 것으로， 대개 딩사 ]의 간이 행했던 것이나 유언할 때도 

만인 이 재이 있었더라면 1 니1 집 이 만년의 정휴괴 디}략 나트나고 

해노‘ 어찌 이 책음 듣어시 유언하지 않았겠는가9 다른 것은 또히 맹 

~I(c상생)에 대해시는 부꾀(員FFi.)과 호1 직(효)혐) 능음 저1거힌다는 몇 

소목에 관과-tíl 뿐이다 문얀 가운데 직섭 유엔음 듬끄 그 뜻음 밴등 

었던 이닫은 1꺼드시 작식해시 그 속에시 시행하였음 것인너1 ， 어찌 얀 

띤 것이 있겠는가.~ r의에1의 많응 자진후1 섣복닫은 그 뜻노 맹확지 

않은너1 ‘ 갑7f기 일일이 행하되[자 힌다면 어찌 그I적인 것이 야니겠는 

기? 지나 사갇들은 노둔하기 짝이 없 cε년서보 오작 상례에 내해서톤 

「의례J 에 띠르고자 하니， 필 말인기? 이 진 3 알지 않 6.연 얀 된 

디 SlJ 

;)1) r朱文公↑i~rJ ， “f훨 諸'H되 ‘萬 不꿇， 굶해 『書餘」 乎9 벼 1 ‘iij[t애8 펴벼 

ÎroTt뿜J 乎'1' ~뼈/츠 ” 『4익"'錄， :r; “ 줍用 『별íru 乎'1 À;生搖힌 當用 11m: 
b뿜J 乎? 꺼;1옳D. :~선띠lJ ÎroTt뿜 c롬없』 參 ffi乎'1 ~뼈 之 " --~ft 1、同， 은섣禮경 

iι所ó't
ílí켄t朴相켄t웅긍긍 ‘갱미뱀，'5本μ F뿜慶J. 명考 1당힘영」 而흉順之， 찍fl' tj"i所

ffl之뿜， 而맨B前亡， 不!}_再修， 無μ점急짧之등튜 故융!ilJ之;륭U~홉 "~*m영 4 없亡， 

只합íI\~영f입장맴lD'之~(，$J 쟁未ι~~따-'âf所i업 U'慶j영」 行事 金a;~f.처lflAlF 

찌구듀댐於『備흥동』 ιZ中 RR밟#를흩i옮、~Aìl， 雖연j￥휴짧i영에gZ?j1 쫓~F텀松뻐ι"- Aìl，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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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는 「승명신흑』의 시흑괴 넘기](南앓) 빅서1채의 해식을 논기로 

「의례4 준기션을 반빅펴고， 고례악 큐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애서 

유연하게 싣팽 0] 는 것이 수희의 취지라고 해삭한나 ]이고 『의례4 으1 

큐정을 최대한으로 반영펴는 사기1 의 「상려1비요J 01] r1] 하여 사대착으 

직 9l 것으보 비꾀하그T 았다 싱호는 사겨1의 식입이 갓는 시대직 문제 

의식에 대해시는 식섭 거론하지 않지만， 싱호의 쓰승인 식산()큼、 I 1 1) 

이만부(추면탔)가 「만동사의 JU면東fl 짧)듬 통해 비꾀하였던 것음 생 

/r하변‘ 싸늠히 시션이 〕二꺼친다 

성호는 이라힌 비꾀과 힘꺼1 가이1의 섣허과 핀련하여 σ주자가에」가 

갓는 긴본직 문제점음 저1기힌다 그것은 「주자가펴]，가 주희 자선의 

낌얀에서 실생할 곡작 Ò~~ 시작하였기 때문에 처음부F] 만직에 중사 

하지 않븐 일빈 신비와 서낀들은 그 내상에 포함되지 않았디븐 섯이 

다 띠내서 일반 산바나 서낀들이 내부의 반얼에 올갔민 주희기 자신 

의 진얀어1 적용하기 위해 깐뉴 표준을 적용하븐 섯은 눈수에 합당딴 

것이 아니내고 빈성한다 그리고 고례의 규정에 의 /1하여 일반 사서 

(_l폰)도서 자신의 진얀에서 실생할 기레규정을 새구생란디 성호톤 

。] 고}정애서 ‘오직 김 -{:~;-l 게 실행하는 것애 역점을 누어 자손틀。1 으 

매도록 싣팽할 수 있게 하는 것‘올 시헝한나 ~ ，_이고 그것이 수강으1 

정신애 부암한나고 자부한나” 요컨대 사서샤 싣팽할 수 있는 샤려1 

見K "-lÑrm쏠， ITIT~낼 ffi之， 然미1~( E3-l)cmft圖 li~事，y_因μZS入마多러~ITM' "備

要， , 냄木必뱃 "-%<禮』 끼r lJ之 iijIJl\t'l:T臨f《~之E뼈êlill 

此~ftll뽀셔R 無可a듀거n之I'WJ，. 옮l샤뿔양之後， 버禮4、可찢뽑미뽕之 H경 Et事易， 

又不↓간5릎行古道 故)jIJ점 "#미뺑"장뼈J '1m成1i\'，*，子버祝Aλ喪뻐， 則굶츠F 
B없行@대비 末命之1FT 규'i'f'1'1너’별보在， 雄或與O\í:'f所7E. U1ã써不同 물不밟此탬 
1예tι? 其不同者， 샤不펴용親去負liIi쫓훤깅 젖6數條而B 벼人之親깅R즙듭者 必
將參입JlÌIl iJ니90 ， 又깨기可ιa有? )'L ，餘댐』 듬쑤多i용Brl， 義a때木明， n'rü융값→→ 

↑」 ι2:， 뭄 ~þ맨乎9 /〉人뽑자益甚‘ 1ÌIl'뾰於3연禮， ß용欲遇뽑→버ß#융J옆‘ 可乎? Jlfτ可
不웃U， ('朱f木命」， 『星빼행짧」 권9 ，人事껴J 5.• 7 ---557 ) 

02) 뼈똥월띨휴去， 舊뿌t쩔 :~y원盡 1FT '~륨卷， 양휴*빠 何能省듭01대1'， ?<'近縣껴所 

未때'! 凡&1뼈”이2， ~12則 ffl ílli BX子주~1J~，밴、 λ ￥(lr.짧\， 其何敢잃以i룰 
ι메9 /〉따官m누 j받쫓R Brl B, 必上w公聊Jti셔‘ 듬협ttι大夫 ιL與天fιZ中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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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을 정립하는 성호의 작업은 곧 사서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집 

안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17세기 사족 지식 

인이 자신의 변화된 처지에 적응하여 유교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양 

상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원리에 대한 탐구로부터 그 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서l칙과 절목 

에 관한 탐구에 반계가 자신의 사상적 작업을 매진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실현해야 할 초역사적 이념에 대한 확산 때문이었다. 그것 

은 득히 성리학이 원리에 대한 탐구에 치중하고 그 시행 방법에 대 

한 탐구를 소홀히 하여 유학의 이념을 현실화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 

였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 보면， 반계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유학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지식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三代에 

수립되고 실현된 유학의 이념을 당대에 실현할 구체적 방법을， 즉 유 

학이 이념을 제도로서 현실화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무(識務)와 덕행의 양 측면에서 유교적 질서를 실현하고자 노력 

하는 성호의 관점에는 학문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문제되고 있으며， 

성리학적 이념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식무에 관련한 성호의 관점 

同 況府、人옮? 時王之制， 六品以上， 只許三關， 則 七品以下， 歸之奈寢之科롯 

奈之何無尊無뽑遭 『家禮』 之四世耶? 굶子謂 七-t相郭之制， 덤天子達於府、人， 

恐無此理. 宋世立關者듭릎解， 明道事可見. 朱子位體大夫~家禮』 成於居喪時，

而未及修潤者也 其意뿔許士府之通用， 縮使有之， 不過隨其家力而處之， 何可

-備物如此? 聖人喪子， 有相而無椰 古無~DZ樓， 則士親於相也 及門人之停裵頻

淵， 數不如裵醒之得宜， 此寫負士之節度也. 百順以寫如何? 近草喪威덤錄， 寫府、

人家禮， 推險是鍵， 寫子孫長久計， 雖縣슨f%觀， 觸덤謂得周公之意( r答安百順J ，

『星湖續集~， 권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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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펴학과 다픔 점이 있다변 :1것은， ‘니l변의 도믹회’를 우선시해는 

임창으로부터 ‘경세적 층차이l서 관철하는 것’을 더 풍시한다는 점이 

다:1.려나 성간1 학으로 데변되는 유_ïi1_석 질서를 1섯어 L-}서 난피}석 시 

유로 나아가는 엽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산득력이 없나. 더구L-} 막행 

의 즉변에시 생호는 유Jι직 수l처의 L’-텔음 퇴 겨l에시 젖고 있다. 

1샤셰와 싱호가 구험하려는 유」ι직 전시의 성격은 예톤에 관히 그 

둡의 싱잔에시 잔 브러난다‘ 1샤겨l는 ?건|에 기 1샤히 예처l릎 시인의 층 

자에거l까지 학대한 것같 주상하?， 그 二f처l 작 Lf-델음 「의여IJ 에 근거 

하여 제시하다. 또히 시염과 직통 사이의 선분작 강능에 대하여 공직 

영역과 사직 영역의 f분에 근거히 유‘1ι직 소정의 벙법필수 제시하고 

있디- 성호 역시 r주자가례』의 신분작 한계룹 념이서키 뷔하어 일반 

서인날이 기-례릅 실천할 수 있r 」J디 간략화펀 에식 보델을 수렴하 

고 자신의 기-문에서 실친한디 성호기- 세사한 보델의 특정은 새산이 

빈약한 서인날이 실현할 수 있보복 겁소함 지향하븐 것이디 성호으} 

이비한 작업은 곧 上뺀?I.:...서 살아기-얀 자신의 ;섭연--S 유지하기 뷔한 

현실적 필‘g성 때문이었지만， 17새기 사쪽 지식인이 자신의 변화펀 

처지에 석응하여 유쿄적 칠서를 치l생산하려는 한 전형적 모습을 검

여준다. 

반개외 성호의 유교에 대한 문재의식과 :'- 실천활동을 응해 볼 때， 

실학이 시헝하는 학퓨석 문제의식은 윈펴의 츰차에서 유학의 이넌을 

띄구하는 수준이l서 한 걷유 더 나이가 :1. 씬이를 현싣회 tl려는 것이 

끼， 이 점에서 실학은 가츄 성피학적 시→유이1서 벗어 L-} 새보EE 지 식쳐l 

겨l단 수핍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싱리펙이 유펙의 이념욕 관념직 층 

자에시 성당화힌 것휴 헌집의 층싸에시 섣헌하.:，1는 운농이라:π 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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