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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본 논문은 ‘학업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
답을 송대(宋代) 유학자들이 보였던 학문적 정체성 속에서 해명하고, 도덕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북송의 과거
제도와 남송의 서원교육을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당시의 사대부들
이 그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보였는지를 해명함으로써 학문의 근본적 목
적을 성찰하고 도덕교육이 담당해야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북송 시대는 귀족 계급을 재생산했던 당(唐)의 과거제도와 달리 능력본
위의 과거시험이 제도로 정착되면서 진정한 학문 추구에 대한 사대부들의
활동이 있었던 시기였다. 또한, 남송 시대는 관학(官學)에 대한 대안으로
서원교육이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과거제도와 서원교
육에 담긴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조망함으로써 당시 사대부들이 학문을 출
세를 위한 도구가 아닌 인격의 완성이라는 그 본래적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문제의식 하에 추구했던 학문의 목적과 수양방법을 논의한다.
우선 북송의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논의한다. 구양수는 고대 이상 사회
의 모습을 지향하면서도 북송 시대에 맞게 과거시험의 제도적 구비와 도덕
적 인격 완성이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왕안석과 사마광은
정치적 제도의 확립이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겼
다. 왕안석은 정부에 의한 제도의 확립, 특히 과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상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사마광은 과거시험의 제도적 구축
보다는 각 사회 성원이 천리에 부합하는 도덕적 질서에 따르는 것이 중요
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정이는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 곧 인간의 이치이
고 도덕성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는 수양을 해 나가는 것이 관리로 임용되
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의 사상은 남송 서원교육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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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도학자(道學者)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남송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장식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에 대한 유학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세우고자 노
력했다. 여조겸은 다방면의 학식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
는 인재를 기르도록 하는 수양공부를 강조했다. 육구연은 심즉리-성즉리,
도문학-존덕성, 무극의 문제 등의 주제로 주희와 입장의 차이를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도덕성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했다. 주희는 서원교육의 확
립이라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진정한 학문의 이상, 즉 인격의 완성
체를 양성하고자 했다. 그는 특히 유학의 부흥을 추구했던 송대 신유학의
범위에서 도학계보를 기획하고, 다시 그 안에서 리와 기를 바탕으로 한 성
리학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주자학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해 나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과거제도와 서원교육이 주는 도덕교육적 시사점들
을 제시한다. 과거제도에서의 시사점은 첫째, 시험의 통과만을 위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학식과 인격이 겸비된 지식인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오늘날의 평가제도가 천편일률적 답안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 전인적
인간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서원교육에서의 시사
점은 첫째, 지식인들이 현실 참여적인 학문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고 둘째, 학문을 탐구하는 목적이 그 분야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학문탐구의 과정이 상호 비판과 토론
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고, 넷째는 서원교육에서
이루어진 공부는 그 자체로 도덕 공부였다는 점이다.
한편, 사대부들의 수양 공부론이 도덕과 목표의 근거 및 교육 내용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논의한다. 장식의 ‘선찰식후함양(先察識後涵
養)’ 수양공부는 ‘일상생활에서의 윤리’를 함양하는 것임을 논의하고, 여조
겸의 지양(指養)과 찰식(察識)의 병진(竝進)은 ‘인격의 내적 함양과 실천적
행동의 양면 공부’가 균형을 강조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육구연의 심즉리
(心卽理)와 존덕성(尊德性) 공부는 ‘양심에 근거한 내면 성찰’을 강조한 것
임을 논의하고 주희가 오륜(五輪)을 강조한 것은 ‘친친(親親) 윤리를 바탕
으로 하는 공동체 윤리’, 도문학(道文學)·격물궁리(格物窮理)의 공부는 ‘도
덕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공부’와 관련이 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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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학문을 탐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
마다 다양한 지식을 연마하고 있다. ‘학문’이라는 말을 ‘배움’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배움의 길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엄숙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육으로 치면 넓게 보았을
때 유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제도권 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의 중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런가 하면 사법·행정·외무 고시에서부터 각종 기술 자
격취득 등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학업도 셀 수 없이 많으며, 이런 것이 아
니라도 수많은 배움의 길이 있어서 가히 지식의 홍수, 혹은 배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배움의 길을
통해 모두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과연 어디일까? 자격증 획득이
라는 세속적 목적은 제외하고 이러한 물음에 스스로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후회와 허무함으로 학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
고 원치 않는 전혀 다른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해야 한다. 사실 주변을 돌아
보면 평생 참다운 배움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
도 없지 않다.
위의 물음은 교육의 근본적 이유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연구자는 기본적이지만 핵심 물음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
로 삼았다. ‘우리는 학업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대답으로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답이 될 수 있고, 이는 오늘
날 ‘학교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즘과 같은 가치상대주의의 시대에서 그
1) 이 논문은 2010년도, 2011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음(장학번호 2010-0235, 2011-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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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하나로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간이 현세의 삶
에서 어떤 배움의 길을 가야하는지에 대한 동아시아 유학(儒學)의 전통, 특
히 송대(宋代) 이후 성리학(性理學)에서의 대답은 ‘성인(聖人)’에 도달하고
자 하는 것이었다. 공자가 말했던 ‘극기복례(克己復禮)2)’는 결국 ‘인간이 자
신을 온전히 실현’한다는 말로서, 구체적인 실천의 의미가 강했다. 그런데
송대 성리학자들은 당시 도교와 불교 이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
대적 사명 의식 아래, 대체로 인간이 하늘로[天]부터 부여받은 가치, 즉 성
(性)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을 학문의 종지로 삼았다. 그들은 인간을 도덕
적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여 ‘본연지성(本然之性)의 회복’이라는 인성
론(人性論)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되, 인성의 도덕적 근거를 형이상학적
논의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본체론(本體論) 혹은 천도론(天道論)의 문제
에 연결시켜 동아시아의 문화를 이끌었다.3)
역사적으로 송대는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문인 우대 정책으로 인한 능
력본위의 과거시험 정착,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서적의 폭발적 보급, 상품
경제의 발달로 인한 풍요로움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창조적인 활
동이 있었던 시기였다.4) 불교와 도교의 세력에 대한 유학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많은 유학자들은 유학 정통론을 기치로 내걸고 인성론의 문제에
저마다의 주장을 내세워 분투하였으며, 송유학자(宋儒學者) 내에서도 다양
한 갈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북송 과거제도와 남송 서원교육에 대한 논의에
서 드러나는 사대부들의 특성은 오늘날의 교육 목적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가? 그 당시의 사대부들은 어떠한 목적과 방법들을 통해 학문에 대한 자신
들의 비전을 추구해 나갔는가? 이를 통해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
키고 그 길을 제시해야한다는 교육의 사명 및 종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
2) 극기복례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이겨서 예를 회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이럴 경우 자신을 이긴
다는 말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자신의 욕망을 악으로 파악하여 이를 이겨야 하는 대
상 혹은 실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유가 본래의 맥락과 어긋난다. 김병환 교수는 강의를 통해 극
기의 의미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한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3) 김병환,「중국인성론의 특징과 유형」,『인문학연구』, vol.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
터 인문과학연구소, 2002. 32-33쪽.
4) 함현찬,「성리학의 태동과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동양철학연구 제67집, 2011. 10-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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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교육의 근본적 사명을 실현하는 교과로서의 도덕 교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이 과거제도와 서원교육을 연구하여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구명해 보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관학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문이 창조적으로 발흥했던 송대를 이해하
는 키워드가 과거제도(科擧制度)와 서원교육(書院敎育)이기 때문이다. 과거
제도와 서원교육을 고찰해 보는 일은 단순히 박물관에서 과거의 유물을 견
학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시험제도와 교육기관의 목적과 성격을 인식하도
록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제도와 서원교육을 통해 당시 지식인들의 학문 탐구의 목적,
내용, 방법, 태도 등을 통해 오늘날 학문과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송대 도학자들은 과
거시험이 입신양명이라는 출세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학문의 진정한 도를
추구하지 않고 자구에 얽매여 일정한 패턴을 습득하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고 여겼다.
또한 그들은 관학이 과거시험 준비만을 위한 곳, 문장의 구조나 유려함
에 치중하는 관인(官人) 양성소가 된 것을 개탄하고 교육이란 진정한 인간
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학문의 요체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녔는데, 서원교육은 그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들은 학문의 종지(宗旨)는
공자(孔子)와 자사(子思), 맹자(孟子)로부터 이어지는 가르침 즉, 군자(君
子), 대인(大人), 혹은 성인(聖人)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
녔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처방을 내리고자했고 자신들의 삶을
이에 부합시키고자 부단히 진력했다. 이런 점들은 인격 교육의 첨병이자
교육의 본질을 천착하는 윤리·도덕과의 정체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연구가 다루는 시대적 범위는 중국 송대(宋代)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는 북송대(北宋代)로, 서원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남송대(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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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를 연구 범위로 삼는다. 즉, 북송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키워
드를 과거제도로, 남송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서원교육
으로 삼는다. 과거제도는 북송(北宋) 시대가, 서원교육은 남송(南宋)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모습을 담지 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송 시대는 귀족의 자제들이 관리로 임용되는 문음(門蔭)제도로 귀족
계급이 재생산 되었던 당(唐)의 과거제도에서 탈피하여 철저하게 능력본위
의 과거시험을 지향하고 실제적인 제도로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학문 추
구에 대한 사대부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였다. 한편, 남송 시대는
틀에 박힌 관학(官學)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학문 추구를 위한 전당으로서
서원교육이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어갔던 시기였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들어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대부들이 어떠한 문제
의식을 지녔고, 어떠한 고민 과정을 거쳐 창조적인 사유를 개진해 나갔는
지를 선입견 없이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북송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과거제도와 연결시켜
서 이해하고, 남송 사대부들의 비전과 그 구체적 실현방안·교육방법 등을
서원교육을 통해 해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부응하고자 한다. 당시
사대부들이 지녔던 정체성은, 학문의 목적이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로 전락
하지 않고, 그 본래적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면 무엇이 요구되는 지를 구체
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북송의 경우 필자는 기존의 관점인 북송오자(北宋五子)5) 중심의 논의에
서 벗어난 관점으로, 남송은 주자학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 도학 공동체가
서원교육 안에서 지녔던 관점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다. 주희는 『논어
(論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의 사서(四書)를
유학의 중심 텍스트로 삼고 주돈이(周惇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
(張載), 소옹(邵雍) 등 소위 북송오자라는 계보를 정해 주희 자신의 기획에
의한 도통(道統)을 수립해나갔다. 이는 주희 사후 원명(元明) 시대를 거치
5) 북송오자는 북송 유학자들을 주희가 자신의 도통 계보로 정립했던 인물들로, 주돈이(周惇頤)·정호
(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장재(張載)를 가리킨다. 주희는 이들을 선진 유학의 정통, 즉 고대 성
인의 도를 전수한 인물로 보고, 그 도가 자신에 의해 집대성되었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유학의
계보를 정립하고자 했다. 이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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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점차 관학의 중심으로 고정되어 갔고, 그 이외의 다른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져 갔다. 주희에 의해 세워진 도통은 지나치게 좁은 관
점으로 정리가 되어있어, 그것은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북송, 남송의 다
양한 사대부들의 사상적 갈래를 그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맥락, 사대부들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본 연구는
남송 후대 주자학이 정통으로 교조화(敎祖化)되어 무비판적인 지위를 얻기
전, 즉 주희의 도통이 형성되기 전의 북송과 남송의 모습에 주목한다. 그럼
으로써 기존 주자학 중심의 논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송대 유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고 북송과 남송 유학이 학문적으로 폭넓은 관
점을 담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요 관점 중 하나가 주자학적 관점의 정통성 여부나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희가 세운 도통의 계보 외에 다양한
사대부들의 학업의 목적이 어떠했는지, 그 동안 다소 소홀히 여겨져 왔던
사대부들의 정체성이 여타 세유(世儒)와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를 해명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거제도와 서원에 대한 역사적 맥
락을 통시적(通時的) 관점으로 조망해 봄과 동시에 북송 과거제도에 대한
사대부들의 정체성과 남송 서원교육에 대한 사대부들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공시적(共時的) 관점으로 논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과거제도를 포함한 인
재 등용의 역사가 방대하므로 지면의 제약 상 사대부들의 정체성이 가장
창조적으로 드러나는 시대를 통시적으로 선정하고 그 동시대의 다양한 논
의들을 공시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대부들이 사용했던 유학의 개념들에 대한 개념분석 방법도 취
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유학의 개념들, 예컨대 구양수가 강조한 리(理)· 자
연(自然)· 인정(人情), 사마광의 인(仁), 정이의 리일분수(理一分殊), 장식의
애지리(愛之理), 육구연의 본심(本心), 주희의 본연지성(本然之性)·기질지성
(氣質之性) 등은 유학자로서 천착했던 문제의식과 학문적 지향점을 보여주
며 도덕교육적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문 전반에 걸쳐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는데, 원전의 경우 고
어(古語)의 사용을 비롯하여 한자(漢字)의 글자 각각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에 따라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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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자료와 서적 등 2차 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통
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論語』의 경우는 동양고전연구회(서울: 지식산업사)의 역주를 바탕으
로 참고하고, 『孟子』의 경우는 양백준 저, 우재호 역의『孟子譯注』(대
구: 중문, 2005)와 성백효 역주의『孟子集註』(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6)
를 바탕으로 김학주 역주의『孟子』(서울: 명문당, 2002)를 함께 참고한다.
이정의『二程全書』, 범중엄의『范文正公全集』, 정호의 『定性書』·「識仁
篇」 이심전의『道命錄』, 여조겸과 주희의『近思錄』, 주희의『朱子集』․
『朱文公文集』, 장식의『南軒集』, 육구연의『陸九淵集』·『象山先生全
集』여조겸의『呂東萊文集』등은 국내에 완역본으로 따로 발간되지 않았기
에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참고하되, 원문 참조의 경우 호이트틸만 저, 김병
환 역의『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 교육과학사, 2010)·진래 저, 이종란 외
역,『주희의 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2)·피터 볼 저, 심의용 역의 『중
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 등을 바탕으로 한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삼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본 논
문에서 도덕교육적 의미를 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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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거제도와 사대부들의 정체성
본 장에서는 북송(北宋)대 과거제도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유학의 주체
였던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논의한다. 북송(北宋) 신유학(新儒學)은 현재 동
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문의 갈래로, 이는 선진 유학의
부흥을 지상과제로 삼아 이후 중국지성사를 장악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
되었던 ‘당송변혁기’에 시작되었다. 북송에서 펼쳐진 유학의 사상적 맹아는
남송(南宋)의 주희(朱熹)에 의해 ‘도통(道統)’이라는 이름아래 정립되어 이
후 중국 사상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른바 주자학(朱子學)은
원(元)․명(明)․청(淸)을 거치면서는 조정의 정통 학문으로 공인되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일어났던 근대 5․4 신문화 운동의 흐름
도 결국에는 성리학에 대한 반대로 일어난 것임을 생각해 보면 중국 역사
에서 북송 신유학은 지대한 영향력을 지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장은 ‘당송변혁기’라 일컬어지는 북송 초 과거제도의 변화에 주목하
였다. 과거제도는 문인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북송의 지성사를 바라
보고 그 속에서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
기 때문이다. 당송변혁기라고 불려 질 만큼 북송의 건국은 중국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꼽힌다. 그 안에는 다양한 변화의 맥락들이 있겠지
만 연구자는 특히 당송변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제도의
변화가 사대부들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중국 과거제도의 형성과 전개
과거제도와 사대부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중국 과거제도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송 사대부들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키워드로 과거제도를 사용하겠다고 위에서 밝혔는데, 이를 위해 먼저 중국
의 역사 속에서 과거제도가 어떻게 성립되고 자리를 잡았으며, 시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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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으며 시대적 맥락에서 지식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제도를 통시적 관점에서 통시적으
로 살펴본 후에, 특히 과거제도가 북송 시기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
다는 점과 다양한 사대부들의 학문적 신념 및 태도와 독특하게 관계를 맺
었음을 본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1) 과거제도 이전의 인재등용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인재 등용에 의해 통치의 밑그림과 실제
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나라의 존망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재 등용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 과거 제도가 성립
되기 이전 중국에서의 인재 등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 과거제도를 통
한 인재 등용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제도를 시행하기 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가 사상은 중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감해 볼 때, 중국문화를 대표
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통치사상이자 사회적 바탕이었다. 유가
사상은 집권층에게는 하나의 통치이념으로서 학문이자 이데올로기였으며
민중에게 있어서는 삶의 원리이자 지침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가 사상
이 사회참여적인 성격을 그 자체로 띠고 있음을 말해주는 셈이다. 유학이
지닌 이러한 성격을 통해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을 통치자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본다면, 지식교육의 목적은 관리가 되고 집권층이 되어 이상적인 정치
를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치자, 특히 최고 통치자의 입장에
서 본다면 사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인재들 중
지혜롭고 재능이 출중한 인물들을 잘 발굴해야만 자신의 왕조를 더욱 발전
시키고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천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의 역사
를 걸쳐 통치 집단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며, 바로 이점이 폭넓게는 인재 등용, 그 중에서 인재등용의 대명사로서
의 과거제도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근본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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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채용의 방법을 기준으로 중국의 역사를 나누면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隋)대 이전은 천거(薦擧)를 위주로 하였던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시험이 보조수단이었던 시기였다. 한편, 당(唐)대 이
후에는 시험을 위주로 하고 천거를 보조 수단으로 하거나 전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재를 등용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6)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물
론 당나라 과거제도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뚜렷이 제한하면서
도 그들의 많은 친족 구성원들에게도 상응하는 공식 신분을 부여하여 기득
권 공동체 내로 흡수했다는 점이 귀족 계급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낳게 하
였다.7) 그럼에도, 과거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점은 당나라 시기라
고 할 만하며, 이는 당대에 유학 부흥의 싹이 트고 있었음을 시사한다.8)
먼저 천거를 위주로 했던 수대 이전의 인재 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주(周)대에는 향거이선(鄕擧里選)의 방식을 통해 시행했다고 전해지는
데, 이 방식은 족장의 개념인 향로(鄕老) 등이 그 지역의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지방관들의 몇 단계 추천을 거쳐서 중앙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9) 그 시험의 내용에 활쏘기 등과 같은 무예도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주대는 통치 집단의 가족 구성원만이 교육을 받고 지식인이 될 수
있었으며, 지식인만이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집단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였
다. 이 시기에 국가기구의 각 구성 부분은 실제로 통치 집단 내부 성원에
의해 세습(世習)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대의 세경세록(世卿世祿) 제도10)
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는 천자(天子)가 제후국(諸侯國)들을 통치할
6) 진정, 김효민 역,『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2003). 37-38쪽. 후자 쪽의 단계를 과거제
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확연하게 그러하다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삼
고자 하는 본 고찰의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와 같은 구분을
하기로 한다.
7)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66-67쪽.
8) 진래, 안재호 역,『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1997). 67쪽.
9)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38쪽.
10)『중국과거문화사』에서 진정에 따르면, 주의 천자는 토지와 인구를 동족 혹은 훈신들에게 분봉하
여 경대부(卿大夫)의 채읍(采邑)을 형성하였으며 경대부는 다시 토지와 인구를 동족에게 나누어주
어 사(士)의 녹전(祿田)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은 공을 신하로 삼고, 공은 대부를 신
하로 하며, 대부는 사를 신하로 한다.”는, 가족의 혈연관계와 국가조직이 일체를 이루는 제도가
세경세록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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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잃게 되었던 시기였으며 전쟁으로 점철된,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한 시
기였다. 각 제후들은 토지와 인구를 쟁탈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는데, 이
러한 이유 등으로 하여 세경세록 제도는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각 제후들
은 천하를 제패(制覇)하기 위해 자신의 이상에 맞는 인물들을 파격적으로
임용(任用)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유가(儒家), 묵가(墨家), 도가(道家)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자백가(諸子百家)가 등장하여 난세(亂世)에 대한 통치의
상(象)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천거와 심사를 통해 인재
를 선발, 기용하는 상황이 갈수록 늘어났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하층 인물들
의 지위가 상승됨과 동시에 많은 세습 귀족들이 몰락하는 현상도 벌어지게
되었다.
진시황(秦始皇)은 육국(六國)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그러나
진(秦)대는 15년 동안만 유지되다가 붕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물론 다양
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으로, 인재 등용에
소홀히 하였던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대로 분서갱유(焚
書坑儒)는 그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송대의 소
식(蘇軾)은 「양사론(養士論)」이란 문장에서 진왕조의 멸망을 분석하였는
데, 그에 따르면 그 이유는 사인(士人) 계층이 진대 사회에서 설 땅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사인 계층이란 사회에서 가장 활동성이 있고 역량이
있는, 백성 중에서 뛰어난 인재라고 소식은 보았던 것이다.11)
한(漢)대에 들어와서 한무제(漢武帝)가 즉위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
이 바로 찰거(察擧)제도이다. 찰거는 각 지방에 조서(詔書)를 내려서 유능
한 인재를 추천하여 등용하는 제도였다. 찰거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적인 규모로 인재 등용을 실시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동중서(董仲舒)도
이 찰거에 참가하여 대책(大策)에서 유가 학설을 강력하게 피력한 후 한무
제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한무제는 현량문학(賢良文學)12) 외에도 새로운 찰거 과목을 실시하는데,
효도를 하는 자를 천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대에는 효(孝)가 모든 행위
11) 김정, 강길중 역,『중국문화와 과거제도』, (대구: 중문출판사, 1994). 33쪽.
12) 현량과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에 의해 대책(大策)만을 시험보고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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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으뜸이자 모든 선(善)의 시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충신은 반드시 효자
집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공자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를 효렴(孝
廉)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량문학의 찰거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지니게 되
었다.
한대의 각 과의 찰거는 모든 조정의 시험을 거쳐야 확정되었다. 그 조
정의 시험이란 대책(大策)13)․사책(射策)을 말하는데 특히 사책은 매우 난
해한 문제를 책(策)에 써서 그 문제의 크고 작음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한 다음 응시자가 모르게 나열해 놓고, 지원자가 직접 고른
문제를 풀도록 하여 우열을 가리던 방식을 가리킨다.14)
한대의 찰거와 후대의 과거제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천거와 시험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고 어느 것을 보조수단으로 삼았느냐하는 것이었
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과거
제도도 결국은 찰거를 원형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찰거는 그 자체의 특성상 폐단(弊端)을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찰거
는 시험 자체보다는 천거(薦擧)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천거권을 손에 쥐고 있는 각급 관료와 귀족들의 영향력은 불을 보듯 분명
한 것이었다. 명망 있는 세가(勢家)의 청탁(請託)이나 황실 인척의 조종(操
縱), 공공연한 뇌물수수의 폐단은 어찌 보면 예정된 일인지도 모를 일이었
는데, 이는 곧 왕조의 쇠락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에는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를 실시하게
된다. 구품중정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에 중정(中正)이라고 하는
관(官)을 설치하여 그 지역의 선비들을 심사하고, 그 덕과 명망에 따라 9품
으로 나눈 다음 그 품급에 따라서 관리 후보로 조정에 보고하게 된다. 조
정에서는 전국의 모든 관직을 1품에서 9품으로 나누고 중정관(中正官)이
보고한 후보자의 향품(鄕品)을 참고자료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관품(官品)
에 임명한다. 이 때 초임 관리는 대개 향품보다 4등급 아래의 관품에 임명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다보니 구품중정제를 처음 시작하던 때에 현직
13) 어떤 시정문제(時政問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하게 하였는데, 이 때 문제를 써놓은
글이 책(策)이다.
14) 진정, 김효민 역,『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2003).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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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로 있던 사람은 대단히 유리하게 향품이 주어졌고 그 후에는 왕조가
바뀌어도 일단 주어진 향품이 일종의 관례로 계속 주어졌다.15) 이러한 점
이 구품중정제가 지닌 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과거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인재 등용이 그
당시에는 분명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
고 할지라도 기존의 계급(hierarchy)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
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은, 사대부라 불리는 계
층이 본격적으로 성립하기 시작하는 송나라의 이전까지는 여전히 학문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등용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시사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제도가 갑작스러운 개벽과 함께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기의 역사는 과거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맹아(萌芽)가 차
차로 발현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학문과 사상이 공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서 인재로 등용되는 ‘과거
제도’가 사대부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생각해 볼 때 당 이전의
인재 등용은 학문만을 위한 계층이 형성되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의 과거제도
중국의 역사에서 과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
는 당대(唐代, 618-907)였다. 엄밀히 말해 과거제도는 수(隋)에 시작되어
당대로 계승된 것이지만, 수대의 과거제도는 왕이 직접 과거시험에 관여하
여 마지막 시험을 왕 앞에서 보게 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되었으므로 당대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대의 과거제도보다는 당대의 과
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과거제도는 기존의 인재 등용과 달리, 더 이상 관료들의 추천이 필요하
지 않았다. 그 근거를 과거시험 응시자의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과거시
15) 역사학회, 『과거』, (서울: 일조각, 1981).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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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응시자는 생도(生徒)와 향공(鄕貢)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생도는
관립학교의 학생을 말하는데, 이들은 수업기간이 만료되면 응시할 수 있었
다. 적어도 이전과는 다르게 관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
며, 교육 과정의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과거 시험을 응시하여 관리로 나아
갈 수 있었다는 점은 전적으로 관료들의 추천에만 의지했던 이전의 시대와
는 확연히 다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한편, 향공이란 서원(書院)에서 공부
하거나 독학을 했던 사인(士人)을 말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현이나 주에서
응시하여 지역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경사로 보내져 명경(明經), 진사(進
士) 등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 또한 관료들의 추천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
으로 관직에 나가는 방법이었음을 말해준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관료들과
는 다른 범위에 속한 이 부류들이 자신들의 학문 연마를 통해 관직으로 나
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다
른 사람의 권위에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적 노력과 탐구를 통해 공직
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은 과거제도가 지닌 최대의 장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
음을 생각해본다면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대의 과거제도는 근대 이후의 용어를 빌리자면, 완전히 ‘공정’
하지는 못했다. 여기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만
으로 관리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공정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과거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었
다. 이하에서 언급하겠지만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 당시가 귀족사회라는 시
대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다.
명경과는 첩경(貼經)과 묵의(墨義)로 나뉘는데, 첩경은 괄호 넣기의 유
형이었으며, 묵의는 필기시험의 유형이었다. 하지만 첩경과 묵의는 경전에
대한 단순한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니 학문적 깊이가 있
는 문제는 출제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은 육조(六朝)와 수 말기의 혼란
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육의 범위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었고, 사대부들
중에서 유가의 경전을 외울 수 있는 학자 역시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자 암기식 시험만으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게 되었고, 결국 난이도를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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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는 수험생들의 정력을 소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명경과는 점차 경시되었다.
한편, 진사과(進士科)는 시무책(時務策)이라 하여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
를 다루어 해결방안을 고안하게 한 시험이었다. 진사란 ‘선비는 나아가 작
록을 받을 수 있다[士可進受爵祿]’는 의미이다.16) 진사과는 시부(詩賦)를 중
시하였는데 수험생들은 정치적 경험이 없다보니 공허하고 천편일률적인 의
론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그러나보니 시험 족보를 보고 암기하여 여기저기
서 짜 맞추어 낸 답안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첩
경(貼經), 시잡문(詩雜文)과 시무책 3장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
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과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문학을 매우 중시하
는 풍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귀족세
력들이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리 많은 정력을 쏟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과 맞물려, 현실참여와는 괴리된 문학적 성격을 띠었다는 당나
라 과거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다.
당대의 과거시험이 이후의 북송대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호명(糊名)을
실시하지 않아서 수험생의 성명이 답안지 위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 통방(通房)이라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채택하여, 사회에서의 덕과 명망을
조사한 후, 명단을 작성하여 선발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었다. 통방조사과
정에서는 귀족관료의 추천이 매우 중요했으며 시험 전에 이미 시험관이 방
첩(防諜)에 근거해 급제자, 장원감을 점찍어 놓기도 하였다. 특히 755년 이
후, 과거 응시자들이 시험관들과 수도의 고위 관리들에게 제출한 예비문장
[行卷17)]과 그들이 모았던 추천 서신들은 이러한 시험 결과에 막대한 영향
을 끼쳤다.18) 또한 당나라 때에는 문음특권과 하급직 상층부에서 승진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의 필요한 관리를 충원하였다.19) 당나라 시스템의 특징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뚜렷이 제한한 반면20), 그들의 많은 친족
16) 김경식, 『중국교육사략 上』, (서울: 장서원, 2009). 167쪽.
17) 수험생이 자기가 평소에 지은 시문 중에 잘 된 것을 골라 고관이나 사회의 명사들에게 바쳐서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어 주 시험관에게 추천되기를 구했던 방식을 말한다.
18) 피터 볼, 심의용 역, 『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 255쪽.
19)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63쪽.
20) 600명 정도의 채용인원이면 구품을 충원하는데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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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도 상응하는 공식 신분을 부여하여 통치 시스템 내로 흡수하
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거대사족(巨大士族)들은 지방에서의 권력을 확보
하는 일보다는 정부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쪽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겼다.
그러나 사족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된 것은 결국에 가서는 비극이 되고 말
았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번진(藩鎭)에 대한 통제력을 무인들에게 빼앗기
고 반란군이 그 도시를 약탈함에 따라 사족은 문중의 친족들에게 직업과
소득을 제공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하의 지방 구성원들에게 누군가 보상을 해 줄 사람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사족 신분은 의미가 있었다. 왕조가 망하자, 사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당 멸망 후 송대 1050년경이 되자 12,700명의 사람들이 무관이 아닌 문
관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12,700명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규 과
거시험을 통해 품급(品級)에 진입하였을 것이고, 30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이
정규시험에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이들을 위한 특별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품
급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관직에 의해서 품급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도 추측
가능하다. 이는 결국 1050년에 이르면 과거시험은 관료제에 들어갈 수 있
는 주된 수단이자 고위관직에 오르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21)
당대에는 불교․도교가 매우 성행했지만, 안사의 난을 계기로 군주전제
와 인재등용을 주장하는 유학이 통치자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여 채택되
었다. 한유(韓愈)는 유가사상의 정통적 지위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도교에 반대하였고, 자신이 도통(道統)의 계승자라고 자처하였다. 이러
한 흐름은 북송대로 이어지는데, 이는 과거제도의 전면적인 발전에 힘입어
유학부흥운동(儒學復興運動)이 ‘신유학(新儒學)’의 시대라고 일컬어 질 만큼
타오르게 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왕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끔 해주었다.
송대의 적지 않은 유학자들은 한유를 중심으로 한 고문운동(古文運動)을
유학부흥 물결의 원류로 여겼다. 이러한 바탕 위에 송명(宋明) 신유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21)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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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송의 과거제도
안사(安史)의 난을 통해 쇠약해진 당이 혼란에 빠지자 960년 조광윤(趙
匡胤)이 북송을 세우게 되면서 정치 질서를 재건하게 된다. 조광윤은 먼저
당말 오대(五代)에 파괴되었던 봉건적인 윤리 관념과 정치 질서를 재건하
기 위해 문관치국(文官治國)의 원칙을 세워서 유학 숭상의 방침을 채택하
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정치를 실시하였다. 북송은 영토 면적상에 있어
서는 한당(漢唐) 시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전 시대의 혼란했던 사회상
을 답습하지 않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문관치국(文官治國)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한당보다 앞섰다고도 할 수 있다. 조광윤이 사대부를 탄압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이래 송대에는 문신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법이 없어졌
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직은 과거출신인 문관이 점하였고,
심지어 나라의 병권을 쥐고 있던 추밀원(樞密院)의 정․부사와 각 지방군
대의 지휘권마저도 모두 문관에게 위임하기에 이르렀다.
북송은 권세가들이 과거시험을 조정하고 사적인 비리를 일삼았던 당의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켰다. 태조는
조정의 신하가 거자(擧子)를 공천(公薦)하여 응시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켰
다. 공천은 합법적으로 시행되었던 통방제도로, 조정의 고관들이 공개적으
로 거자를 추천했던 것인데, 이는 과거제도의 불공정을 가져왔을 뿐만 아
니라 수험생과 시험관, 추천인 삼자 간의 친밀함이 형성되어 황권에 불리
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과거제도에 합격하는 거자들을 거의 권세가들이 차지했지만
태조가 친히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러한 폐단이 혁파되었다. 그 후 천자가
직접 전시(殿試)를 행하는 것이 제도로 확립되었다. 이처럼 많은 견제와 법
적인 제재로 인하여 귀족 자제들이 권세와 지위를 통해 과거에 급제하는
일은 더 이상 쉽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음성적 비리는 막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미봉(彌封)제도는 시험지를 가리지 않았던 당의 과거제도와는 달리 수
험생의 이름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호명(糊名)이라고도 하였다. 이
렇게 하여 시험관은 응시생이 어디 출신이고 어느 가문인지 알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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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게 되었다. 미봉제도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권세가 및 특별한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관여가 기본적으로 제한되었고 당대 이래 성행한 뇌
물, 청탁, 파벌 조성 등의 풍조가 억제되었으며, 행권(行卷)의 풍습도 점차
사라져 과거제도의 평등한 경쟁이 조성될 수 있었다.
당대 과거제도는 선발인원이 적고 관리가 되기 어려워서 수많은 낙제자
들을 양산하여 이에 불만을 터뜨린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황소의 난
[黃巢一亂]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북송 통치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거울삼
아 여러 번 낙방한 사람을 우대하는 특주명(特奏名)법을 제정하기도 하였
다. 이처럼 당대에 본격적으로 성립된 과거제는 송대에 와서야 객관적인
학력본위시험(學力本位試驗)으로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송변혁
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근거 중 중요한 하나로 여겨질 만하다.
북송이 시험 법규를 엄격히 하고 선발 인원을 확대하자 수많은 지식인
들이 정부기구에 진입할 수 있는 문호가 크게 열려, 고위 관료에서 하급관
원에 이르기까지 과거출신이 가장 기본적인 인력의 원천이 되었다.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을 독서인(讀書人)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도 송대부터의 일
이다.22) 한대부터 당대까지는 기존의 세족문벌들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새
로운 세족문벌들이 계속해서 출현했지만, 북송에 와서는 엄격한 과거 입법
과 문관정치의 전면적인 확립으로 새로운 세족문벌계층이 자생할 토양이
사라지게 되었다.
유가 경전과 문학 교육을 충분히 받은 수준 높은 사대부들은 고대 중국
의 국가기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이 집단 내부의 모순을 조절하
여 분열이나 내전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북송 이후
의 중국 봉건 정권이 당대 이전에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방 세력의 위협을
기본적으로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원인으로 문관치국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송대 왕조가 역대 왕조 중 가장 긴 316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
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역사상 유학의 지위는 항상 인재 선발제도와 서로 관련을 맺어왔
고, 그러한 점은 북송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면서도 더욱 강하게 정교화
22) 역사학회, 『과거』, (서울: 일조각, 1981). 15쪽.

- 17 -

되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북송 시대의 과거시험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다. 시험 답안에 의해서만 당락이 결정되어 응시자의 이력(履歷)이나
품행(品行) 등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부
(詩賦) 위주의 시험으로는 그들이 유학에 대해 얼마나 통달했는지를 측정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시부에 편중된 시험에 반대하였고, 심지
어 미봉(彌封)과 등록(謄錄)까지도 반대하여 고대의 향거이선(鄕擧里選)제
도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범중엄(范仲淹)은 소극적인 통치는 북송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하면서,
고대에는 “천하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통해 친히 사회변혁을
관장하였고, 백성들이 선(善)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23)고 주장하였다. 범
중엄은 과거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품행과 이력을 심사한 후에
재학을 평가하되 미봉과 등록을 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다. 각
지에 학교를 세워 학교 출신만을 선발하고, 시험은 책과 논에 중점을 두고
시부는 비중을 줄이며, 첩경․묵의의 암기식 시험방법은 경전의 의미를 묻
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범
중엄, 구양수, 한기(韓琦), 부필(富弼), 두연(杜衍) 등이 경력신정(慶曆新
政)24)을 추진하였다. 전국 각 현(縣)에 학교를 설립하여 사인(士人)들이 그
곳에서 300일 이상 학습해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성시(省試)는 책
(策), 논(論), 시부(試賦) 등 세 차례의 시험을 실시하여 과거 시부가 먼저
이고 책론(策論)이 나중이었던 순서를 바뀌었는데, 이는 사실상 책과 논을
더 중시하겠다는 뜻이었다. 또한 암기식이었던 첩경과 묵의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답안지에 미봉, 등록하는 것을 폐지하고 거자의 학업과 품행, 이력
등은 지방학교와 지방관이 보증하도록 하였다.
경력신정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였지만,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300
일을 공부하도록 한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또한 미봉정책을 폐지한 것과
23)『范文正公全集』, 권5, 9b, 「帝王好尙論」, “王天下者, 身先敎化, 使民從善.”
24) 범중엄은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장병들을 훈련은 엄하게 시키되 인자하게 대하였고 허약한 송군
을 정예부대로 편성하여 서하를 퇴치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공으로 인종은 그를 부
재상에 임명했으며, 1043년 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인재를 양성하며, 무력을 강화하는 개혁조치를
제안했다. 인종은 그의 개혁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개혁안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정치개혁
은 1041-1048년까지 7년간 실시되었는데, 이를 경력신정(慶曆新政)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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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자의 품행과 이력 등을 지방관들이 판단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거자의 품
행과 도덕성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지만, 다시 당대의 과거제도로
회귀하여 그 병폐 등이 다시 생겨날 위험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당대에는
과거제도의 불합리함이 문제였지만 송대에는 과거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드
러난 것이다. 사회전체가 관본위(官本位)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공부
해서 시험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나아가 나랏일을 하는 것이 모든 지식인
계층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되었다. 또한 과거시험의 관문이 좁아서 만
큼 많은 탈락자가 양산되기도 했다. 그들은 가난해도 계속 응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뿐, 방향을 전환해 자신과 사회에 유익한 다른 일을 할 수
가 없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식은 시험에 응시해 벼슬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쓸모 있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졌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험 자체의 당락여부에만 몰두하여 지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소유
하지 못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이 그러하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
다는 점이 다양한 사대부 정체성의 부재에 한 몫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차적인 문제들일 뿐이다. 모든 학문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고한 깊이가 있을 것이고 그 학문을 연마하
는 사람들은 지적인 갈증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이지만, 현 세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북송 사대부들은 고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의 과거제도는 이전까지의 폐단에서 벗
어나 지식인들이 진정학문을 추구하고 정진할 수 있는 사대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4) 과거제도와 서원
과거제도와 서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깊은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 당대의 과거제도가 기존의 인재등용과는 다르게 향공 계층이
서원에서 학업을 쌓다가 현이나 주에서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명경(明經),
진사(進士) 등에 응시함으로써 학업의 역량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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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을 틔웠던 점을 언급했는데, 이 때 서원(書院)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왜
냐하면 서원의 성립은 과거시험에 대한 열망과 맞물려 학문에 대한, 특히
사대부가 되기 위한 도화선이 되었음과 동시에 서원은 학문 자체를 위한
신성한 전당(殿堂)으로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후에 남송에 이
르면 서원의 건립은 활성화 되어, 주희와 여조겸(呂祖謙)은 지방에서 지식
인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서원 건립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는 모두 과거제도를 통해 문인들이 마음껏 학문을 펼칠 수 있도록 했던 북
송시대의 시대적 흐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만 북송 정부가 주된 관심
을 관학(官學)으로 돌렸기 때문에 사학이 융성하지 못했던 점은 남송과는
다른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25) 과거제도는 서원의 성립 및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원의 특징을 고찰해 보는 것을 통해 과거제
도를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서원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사(精舍)와 서원(書院)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정사(精舍)라는 말은 『관자(管子)』에
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후한서(後漢書)』에는 『논어(論語)』를 전문적
으로 연구한 학자인 포함(包咸)이 가르침을 펴기 위하여 정사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의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정사를 가지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사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유학자가 제자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가르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 그것은 도교도
(道敎徒)들이 그 말을 도교 특유의 수련을 쌓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 4세기에 이르러서는 불교도들이, 정사라는 말은 ‘조용히 은
거하여 수도에 정진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인 비하라(vihara)의 번역어
로 사용했다. 결국 정사는 유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다가 도교 및 불교도들
도 사용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유교적 맥락에서 멀어져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학자들은 서원을 가리키는 말로 정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26),
불교도나 도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차츰 서원은 유학자들만
25)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41쪽.
26) 후술하겠지만 육구연이 주로 강학했던 상산정사라는 명칭은 육구연 본인에 의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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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원에는 서원의 공식적인 우두머리
가 있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조달되는 경우가 많았
다. 반면에 정사는 정사를 세운 학자 본인과 사실상 동일시되는 것이 보통
이었다. 후에 남송의 주희에 따르면 정사는 본래 학자들이 함께 생활하면
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장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장려와 공적 또는 사적인 기부에 힘입어 서원이 되었다.27)
이러한 서원이 과거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북송 시대 사대부들이 겪었던 이중적 갈등 요소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북
송 시대 사대부들이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점은 잘 알
려져 있다. 불교, 특히 선종(禪宗)은 개인적 수양의 측면에서 북송의 사대
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초월적인 깨달음’이라는
정신적 경지는 북송 당시 사회적, 정치적 짐을 지는 동시에 정신적 초월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학자 관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한편 도
교도 사대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소박한 삶을 영위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내향적으로 외적인 것을 극복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였다.28)
사대부라는 학자관료들의 이상은 사회․정치적 일들에 종사하는 것이었
지만 위와 같은 도․불교의 영향으로 내면적인 자유와 초월을 추구하는 것
도 또 하나의 이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학의
핵심적 가치인 정치권력 안에서 천하를 구제하려는 사회적 책임감을 입세
(入世)라고 한다면 도․불교의 영향으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을 출세(出世)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대부들은 정신적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갈등이 북송을 거치면서 점차 사회․제도적인 차원으로 드
러나게 된 것이 바로 서원(書院)이다.29)
서원은 과거시험을 지향하는 학문적 태도를 초월하는, 사심 없는 학문
활동을 그 근본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도
27) 진영첩, 표정훈 역, 『진영첩의 주자 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245-254쪽.
28) 심의용, 「북송 시대 사대부들의 변화와 정이천 철학의 특성」, 『동서철학연구 제36호』, 2005.
277쪽.
29) 심의용, 「북송 시대 사대부들의 변화와 정이천 철학의 특성」, 『동서철학연구 제36호』, 2005.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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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수양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믿는 유학자들의 신념은 그 수양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서원을 확대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대부들의
도덕적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다.30) 이러한 맥락에
서, 송대 이전의 중국에서는 사대부가 학식과 인격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
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강했으나, 송대 이후에 서원에서는 주로 학
문과 인격을 중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북송대의 과거제도는 위에서 언
급한 대로 당대에 비해서 부패가 척결되고 세련되어 졌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명성과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만이 그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
하면서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역효과를 그
스스로 함축하고 있었다.
북송이 문관치국을 하게 되면서 사회의 중요한 계층, 즉 엘리트 계층은
사(士), 곧 사대부였다. 사대부는 정치적․문화적 삶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
는 사회의 상위계층을 의미하게 되었다.31) 그들은 서원을 자신들의 학문을
전수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겼고 신유학의 서원은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
學)의 추구를 대변하였던 것이다. 주희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개념
으로 정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2) 이러한 생각을 가지
고 있었던 지식인들은 자신들만이 사회를 진정으로 변혁시킬 수 있다는 신
유학적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33) 물론 북송시대를 살았던 지성인들이 모두
그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지적인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의 의식은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를 생각
해 보게 한다.
존 샤피는 남송 중기까지, 과거제도와 서원은 확실히 모순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독서인(讀書人)들에게 요구했으며 그 선택의 기
로는 과거에 합격하여 자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자기 수양을 원하
는 한 개인으로서의 욕망 사이에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34) 즉 입세
(入世)와 출세(出世) 사이의 긴장이 서원, 과거제도, 사대부 계층 간의 역학
30)
31)
32)
33)
34)

존 샤피, 양종국 역,『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 (서울: 신서원, 2001). 172-174쪽.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61쪽.
고지마 쓰요시, 신현승 역,『사대부의 시대』, (서울: 동아시아, 2004). 207쪽.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367-368쪽.
존 샤피, 양종국 역,『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 (서울: 신서원, 2001).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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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분기점에서 북송 사대부들의 정체성
이 다양하게 뻗어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정이(程
頤)는 이러한 입세와 출세의 긴장이라는 사대부의 내부적 갈등 속에서 내
면적 도덕성 완성의 경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전형적 인물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송 과거제도와 사대부들의 정체성
북송 과거제도는 문인우대 정책·성리학의 발흥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문화로 형성되었고 이후 동아시아 사회에 기본적인 시험제도로 자리 잡아
갔다. 동아시아 전통 하에 있는 우리나라도 대입시험, 사법․행정․임용․
외부 고시 등 과거제도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맞게 변형된 제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들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과거제도가
과연 북송 시기 당시에 사대부들의 정체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논의함으로써, 학업에 임하는 모든 지식인들이 단순히 시험 합격과 입신양
명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학문적 가치 추구와 자기 수양, 그리
고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첨병이 되기 위해 학
문을 연마하려는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송나라 건국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관료계층, 즉 사대부는 족보가 중시
되었던 당 왕조의 세가대족(great clans)과는 완전히 다른 문인관료 가문
(civil bureaucratic families)으로 형성되어 갔다.35) 이들은 과거제도를 통
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해 나갔고 새로운 세력으로서 송나라의 문화를 형
성해 갔다. 중요한 점은 주희가 세운 도통 계보안의 학자들은 북송 당시
주류 세력도 아니었고 사상적으로 하나의 일관성을 지녔던 것도 아니었다
는 점이다. 주희가 도통이라는 범주로 묶은 북송오자는 단지 남송의 주희
의 기획에 의해 구성된 산물이지, 북송 당시에는 그러한 도통의 계보가 있
35) 피터 볼, 심의용 역, 『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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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오히려 북송 시기에 다양한 사상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송초(宋初)의 세 선생이라 불리
며, 신유학의 기초를 다졌다고 불리는 호원(胡瑗, 993-1059), 손복(孫復,
992-1057), 손복의 제자인 석개(石介, 1005-1045)를 비롯해서36) 범중엄(范
仲淹)과 같은 이들이 있었고 또한 11세기 초의 문인으로 유명했던 양억(楊
億, 974-1020)과 유균(劉筠, ?-1024)도 있었다. 또한 고문의 권위자라고 일
컬어진 구양수(歐陽脩, 1007-1072)도 있었고, 북송 시대의 역사가이며 영향
력 있는 재상이기도 했던 사마광(司馬光, 1019-1086)같은 인물도 있었으며,
사마광과 정치적 입장에서 대립하는 신법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왕
안석(王安石, 1021-1086)도 있었다. 그리고 아마 이 외에도 분명히 많은 사
상가들이 북송 초 사대부 층을 형성했고, 과거제도를 통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세력들이 형성되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북송 초
사대부들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주자학 공동체, 즉 후대인 남송에 주희
가 패권을 잡아가면서 수립된 도통 계보에 한정된 학문보다 확장되어 사상
적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한 다양한 사상적 유산들을 발굴해 보고, 다양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그 시대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1) 북송 신유학 사대부의 분류
주희의 담론으로 북송시대를 파악하는 현대의 연구처럼 과연 그 시기에
도 주희적 담론이 존재했을까? 주희의 도덕철학적 담론이 과연 북송시대에
도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긍정으로 답한다면 그
것은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 말하자면 오늘날의 해석학적 시각에 따른 시
대착오적 판단이 될 수 있다. 신유학의 정통을 정주학(程朱學)으로 규정하
는 것은 후대의 것으로 과거를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지 결코 역사
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기 힘들다.37) 정통적인 신유학이 없었던 주
희 이전의 시기에 어떻게 신유학의 정통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
36) 진래, 안재호 역,『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1997). 66쪽.
37) 피터 볼, 심의용 역, 『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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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자학은 도덕적 담론이며 거기에는 도통
(道統)의 계보로써 몇 명의 사람들만이 언급된다. 이것은 주희가 정이에게
서 그 뿌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철학적 목적에 의해 정교하게 구성한 계보
이다. 주희는 자신의 철학적 목적에 의해 한당 시대의 유학자들을 도통의
계보에서 제외시켰고, 이정(二程), 즉 정호(程顥, 1032-1086)와 정이(程頤,
1033-1107)를 소옹(邵雍, 1011-1077)․장재(張載, 1020-1077)보다 도통의
계보 앞쪽에 위치 시켰으며, 주희는 주돈이(周惇頤, 1017-1073)를 이정보다
앞서 위치시키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38)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우
리는 남송 시대, 특히 그 중에서도 주희가 세운 단선적인 관점으로 북송의
사대부들을 정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북송 사대부들의 양상을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대부들의 도덕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이와 같은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스티븐 오언(Stephan Owen)이 말하는 것처럼 문학
적 감수성의 관점에서 시대적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던 고문 운동의 관점에
서 구양수와 같은 인물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사상
의 개혁에 관심을 쏟았던 왕안석과 사마광 같은 인물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북송 시대의 사대부로써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를 입
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북송 사대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
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할 때,
많은 사대부들이 과거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과거제도의 전성기라 할 만한 북송 시기를 역사적 맥
락에서 타당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는 후대의 관점으로 이전의 시대
를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1239년 전후의 이심전(李心傳)의 『도명록(道命錄)』은 북송 사대부의
넓은 지적 스펙트럼을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도명록(道命錄)』의
기록에 따르면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가 1060년대에 도학(道學)을
찬양하기 시작했으나, 도학의 동도 집단은 1180년대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38) 진영첩, 표정훈 역, 『진영첩의 주자 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188-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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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나가기 시작했다.39) 왕안석이 이끈 개혁파는 18년에 달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조정을 찬양했고, 철종(哲宗)이 즉위한 이후 사마광(司馬光,
1019-1098)을 우두머리로 한 원우(元祐, 1086-1093) 당인(黨人)이 비로소
조정에 나아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이는 1086년에서 1087년 사이에 또
황제의 경연을 맡아 이로 인해 명성을 크게 떨쳤기에 낙양에서 밀접한 동
도 그룹에는 장재, 소옹, 범조우(范祖禹, 1041-1098), 여공저(呂公著,
1018-1077), 여희철(呂希哲, 1036-1114), 호안국(胡安國)과 주돈이가 포함된
다. 후대의 학자들은 비교적 장재․주돈이와 정씨 형제의 관계를 중시하지
만, 사마광이 이른바 ‘원우당인(元祐黨人)’의 정치적 지도자였음이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소식과 소철(蘇軾․蘇轍, 1039-1112) 형제의 정치적 입장은
비록 원우당인과 관계가 있지만 그들의 ‘도(道)’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달랐
기에 현재까지 도학 인사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심전의 『도명록(道命錄)』
은 소씨 형제를 제외한 원우당인과 도학의 발전을 연계시켰다. 도학 집단
의 정적들은 12세기에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학 인사들의 관직 진출을 대
규모로 금지시켰고, 이런 불리한 정치 환경은 도학 인사들의 공동체 의식
을 뚜렷하게 강화시켰다.40)
물론 주희가 세웠던 도통의 계보가 이제 와서 새삼 불필요하다거나 무
의미하다는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주희는 분명 자신이 살았던 시대
의 맥락, 즉 불교와 도교보다 유학을 우위에 놓으려는 신념, 그리고 도덕적
으로 완벽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 등의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상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이다. 실용만을 내세우는 진량(陳亮)과 엽적(葉
適)의 사공학(事功學)은 변화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지 못하므로 도
덕적 이상이나 관념에 의해 지지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주희는 이에 대
한 문제를 깊게 고민했을 것이다. 한편 육상산의 심학은 극단적으로 치닫
게 되면 사회제도나 규범의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이 세운 도덕을 원리로
삼으려는 사상의 싹을 틔우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주희에게 우려되는 면이
었을 것이다. 주희의 이기론(理氣論)적 존재론은 양자를 겸섭(兼攝)하여서
정치적 권력을 추동(推動)하는데 적합한 이념적 장치가 될 수 있었다.41)
39) 李心傳, 『道命錄』, 권1, 1上-2上쪽.
40)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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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내성(內聖)과 외왕(外王) 그리고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이라는 대
립된 문제 사이에서 도학(道學) 진영 내외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며 자신
의 사상을 정립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주희의 관점
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북송 시기 자체로 돌아가 그 역사적
맥락 하에서 바라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남송 주희의 시선이 아니라 북송 자체의 역사적 맥락 속으로 들어갈 필요
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도 하에서만 북송 시대의 다양한 사대부들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북송 사대부 계층이 단순히 도학의 입장에 서있던 사람
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활동했었음을 논의한다. 이
를 통해 북송시기 지성사가 다양한 문화를 함축하던 시기였고 과거제도를
둘러싸고 여러 방향의 사대부 정체성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북송 과거제도에 대한 사대부들의 시각
북송은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식인의 전성시대였다고 칭
할만한 시기였다. 북송대 지성계의 지형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부지역 강서(江西)의 구양수와 서부지역 사천(四川) 출신의 소식․소철
형제는 문화를 가장 중요시 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문(文)의 중요성을
신뢰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강서 출신의 왕안석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
해 정부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경전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이상에 대해 고문 스타일의 에세이를 썼
으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점점 많은 추종자들을 규합하였다. 1060년대에
이르면 왕안석은 조정에서 권력을 쥐게 되고, 신법(新法)을 개시하게 된다.
신법은 수많은 세기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인 국가 활동이라 할만 했다. 한
편 북서쪽 지방의 섬서(陝西) 출신의 역사가 사마광은 왕안석과 마찬가지
41) 박경환, 「주자학적 도학의 완성과 사상적 도전들」, 『역사 속의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9.
307-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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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신뢰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관심 범주에
속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는 신법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
이었다. 사마광은 안정의 열쇠는 사회의 개혁이 아니라 관료제의 개혁이라
고 주장했고, 1086년에 재상이 되자 모든 신법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북서쪽 지방 출신의 장재와 그의 일가친척인 북부 낙양 출신의
정호․정이 형제는 각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중요하게 여겨, 도덕사상을
천리(天理)와 연결시킴으로써 그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들은 공통적
으로는 당나라의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신들이 각
각 이해한 관점이 곧 옛 성인들이 실천한 이상적 모습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42)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북송대에 들어오면서 과거제도는 당대(唐代)에 비해서 공정성의 측면에
서 매우 세련되어졌고, 관료들은 청명했었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과거제도
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분명히 자부심과 떳떳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이고 자신들의 학문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다. 더욱이 북송 시대의 사대부들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사
명감을 지니고 있었다.43) 유학이 도․불과 다른 점은 현실 참여적인 성격
이 강하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지식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중시한
북송 유학자들은 기존 도․불 사상이 팽배해있던 당시에 매우 선구적인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북송 시기를 이전 시기와는 차별화되는 전환점의 시기, 즉 당송변혁기
라고 불릴 수 있는 점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과거제도 덕분이다. 북송
이전의 과거제도는 귀족세력들만이 관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할 뿐이었지만
송대에 와서는 과거 시험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등용’이라는 점을 특
징적으로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피터 볼은 송대의 과거 시험 개혁이 지
닌 특징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북송 과거 제도의 개혁은 학문
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learning) 경향을 띠었다. 사대부의 정치적 커리
어 상 과거시험이 점점 중요해지자 과거시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42)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102-103쪽.
43) 쓰치다 겐지로, 성현창 역,『북송도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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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하였다. 과거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곧 사대
부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즉 사대부들이 정치․문화․도덕에 대해 생
각하는 바를 바꾸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에는 북송의 성취 목표가 무엇인
가를 두고 전국적인 차원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과거시험 개혁 논
의는 그러한 논의의 부산물이었다. 학문이 과거제도를 통해 그 방향을 잡
게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학문
이 정치적 경향을 띠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시에,
사대부의 커리어가 과거시험에서의 성패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둘러싼 논쟁은 북송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두고 이루어지는 전국
적 논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북송 과거 제도의 개혁은 이전 당
대(唐代)까지 존속했던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해체를 의미했다. 11세기 중엽
북송의 지식인들은 당나라 시절에 제국을 정당화하였던 장구한 역사와 우
주에 대한 사상들을 차츰 해체하였다. 북송 신유학은 유학이 도․불에 영
향력에 비해 극히 적은 힘을 지녔던 것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 속에서 발현
된 것인데, 유학자들은 과거시험이라는 인재 등용 제도를 통해 도․불에
대한 유학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셋
째, 북송 과거 제도의 개혁은 정부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진 일
종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북송대 마지막 50년의 기간 중 대
부분은 왕안석의 신법에 관계한 사람들이 조정에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
리고 그들은 북송의 성취 목표에 대한 자신들의 해답을 실제로 시행에 옮
겼다. 그들이 수립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정책들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자 하였고, 그들이 새로이 만든 전국적인 학교체제와 커리큘럼은 학문에
대한 사대부들의 관점을 변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대부들이 서
로 다른 당파, 즉 구법과 신법으로 나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각
당파는 과거제도에 대해 각기 다른 비전과 관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북송
당시 정이 등을 중심으로 한 도학(道學)은 과거제도에 대한 신법의 관점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제도의 차원이 아닌 도덕적인 인격의 완
성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키워드라고 보았고, 그것은 곧 결국 신법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남송을 거치면서 주자학의 초석이 되어
중국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44) 이는 하단에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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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도록 한다.
결국 당 왕조가 귀족사회를 대변하는 시대였다면 송 왕조는 사대부의
사회라고 칭할 만하다. 말하자면 송대가 사대부의 사회라고 불리는 데는
과거제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대가 사대부의 사회라는
말은 단순히 사대부가 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들을 정치적, 사상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직접적 계기로 볼 수 있음을 의미
한다.45) 이하에서는 당나라의 한유(韓愈)를 이어받아 제도와 도덕의 조화
를 추구하며 고문운동을 펼친 구양수(歐陽脩), 정부의 역할을 통해 정치적
질서를 쟁점으로 삼았던 왕안석(王安石)과 사마광(司馬光), 그리고 도덕성
의 완성과 자기 수양이라는 측면에서 소식(蘇軾)과 정이(程頤)를 각각 논의
하면서 그러한 각각의 특징들이 과거제도와 어떤 방식으로 맞물릴 수 있는
지를 고찰하며 북송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1) 구양수(歐陽脩)
구양수(歐陽脩)는 고문(古文)운동46)을 통한 과거제도와 도덕성의 조화
44)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81-82쪽.
45) 송대에는 전체 관인(官人) 중 과거출신자가 점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어 서민가문 출신자도 과거를 통해서 대거 입사(入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
송관인의 가문배경에 대한 역사 자료를 보면 서민가문 대 관인가문의 비율이 55.1대 44.9 정도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당대와 비교해 본다면 매우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歷史學
會, 『科擧』, 一潮閣, 1981. 36쪽의 표2 참조.
46) 중국의 산문은 문장 구성의 기본인 한자의 특성에 따라서 간결미·암시성·장식성 등 세 가지의 특
징이 있다. 그리고 문장 형식은 선진 때 《논어》《맹자》《장자》《순자》《한비자》 등 제자백
가의 의론문(議論文)에서 기틀이 잡히고 한대(漢代)에는 가의(賈誼)의 《치안책(治安策)》《과진론
(過秦論)》등과 같이 논책문(論策文)과 좌구명(左丘明)이 지었다는 《춘추좌씨전》, 사마천(司馬遷)
의 《사기》등에 쓰인 서사문으로 발전하였다.
이때까지도 문장의 기본 형식은 기록과 의사전달이 주목적이어서 장식성보다는 간결미와 암시
성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육조(六朝)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 산문은 현저하게 장식성을 띠게 되었
다. 이는 불교의 전래로 불경 번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어의 음운이론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육조시대에는 4․ 6, 6․ 4로 글자를 배치하여 그 리듬을 이용한 산문을 즐겨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륙변려체 문장이다. 그 후 산문격식이 점차 엄정해지게 되어 산문의 생리인
사상․ 감정의 표현이나 전달, 혹은 사실의 기록에는 불편한 형식으로 굳어졌다. 이에 다시 문체상
선진․ 양한 시대의 문장 형식과 내용의 전통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고문부흥
운동이다. 이는 한말(漢末)부터 위진시대에 걸친 사회 혼란을 틈타서 민간에 퍼지기 시작한 외래
불교사상에 대항하여, 침체하였던 유학의 전통을 다시 찾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개혁이기도 했
다. 이 운동은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 등에 의하여 열매를 맺어 산문문학의 주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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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구했던 사대부였다. 구양수가 중요하게 여겼던 고문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당대(唐代)의 한유(韓愈, 768-824)에 대해서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
다. 한유는 당나라의 문인이자 고문운동의 창시자로, 맹자(孟子)와 양웅(揚
雄)이래 최초로 유학에서 말하는 도(道)를 체득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귀족과 같은 높은 신분뿐만 아니라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학문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유는 고문(古文)의 개념을
사용하여 훌륭한 문장(文章)의 전형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사대부들
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곧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
였다. 한유는 자신이 만든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그는 글을 쓸 때
고대 성인들의 본받을 점들을 자신의 본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들이 말하고
자하는 종지(宗旨)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글 쓰는 기교를 배워서는 안 된
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당나라 귀족 중심의 조정에서 쓰이
던 문장, 즉 장식에 치중하면서도 임의대로 윤색된 대구(對句) 스타일을 사
용하지 않고 기존 관습을 타파하고자 하여 자신이 표현하려는 의도에 맞는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한유는 모든 사대부들이 자신의
스타일로 자신의 작품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상적인 고대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대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였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문장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한유는 문장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묻지 말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품이 알려지
고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시대의 일반적인 작품과는 달아야 하며,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유가 생각하기에
문장의 회복을 통해 학문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 각 개인은 자신의
문장, 즉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사상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가 통합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인간은 어느 정도 사상의 규범적인 틀 속으로 되돌
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통해 윤리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유의
고문 운동은 새로운 글쓰기의 길을 보여주었고,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개개인들이 성인
(聖人)의 도(道)를 찾을 수 있다는 한유의 생각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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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사회 변혁의 동기를 추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그가 과거제도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변적 학문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이 추구하는 현실 참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구양수(歐陽脩)는 고문장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자, 만물에 구유되어 있는
리(理) 개념을 통하여 성인의 도덕성에 이르고자 하는 사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북송 도학(道學)의 전체적인 물줄기를 열었던 인물로 평가된다.47)
그는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도 했
다. 경력 연간 전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정계에서 대규모의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항상 여론의 대표자였고,48) 그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과
거제도 속에서 고문의 중요성을 피력해나갔던 사대부였다. 구양수는 ‘리
(理)’, ‘자연(自然)’, ‘인정(人情)’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가 과거 제도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지니
고 있었는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구양수에게 있어서 ‘도(道)’는 거시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하나의 규범으
로 이해되는 면이 있었지만, ‘리(理)’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것, 용이
하게 만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써, 당파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적은 것이었다. 그가 리에서 추구했던 것은 모든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이자 동의(同意)였다. 만물에는 반드시 개개의 리가 있고
그것은 만물의 다양함에 응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구양수는 보았다. 특
히 구양수는 추측이 불가능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리는 성인의 영역이 아
니며 따라서 이는 학자가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리는 불가지
(不可知)의 영역이 아니라 가지(可知)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정이와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두 사람은
차이를 보인다. 정이는 리의 궁극적인 일(一)의 체인(體認)을 학의 목적으
로 삼고 그 결과 천인합일(天人合一)에 이르고자 했다면, 구양수는 리를 만
수(萬殊) 그대로 방치하여 천인분리(天人分離)라는 형태를 취하였다는 점이
다.49) 범중엄의 관점을 이어받은 구양수는 유려한 문장(文章) 보다는 도
47) 피터 볼, 심의용 역, 『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 27쪽.
48) 쓰치다 겐지로, 성현창 역,『북송도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6).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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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를 먼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그가 말하는 도란 인간
사의 영역 안에 놓여 있는 제반 현실의 문제들을 가리켰다. 그는 성인의
도는 유토피아적이거나 또 다른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들에 속에 있다고 여겨, 고대 성인들의 도는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실제적이고 사회에 유용한, 일상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50) 그에게 있어서 과거제도란 일상적인 삶과 떼
려야 뗄 수 없는 학문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었다.
또한 구양수는 ‘인정(人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인정은 리의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성격을 짙게 가지며 이것은 도학이 대체로 리(理)와
정(情)을 대치시키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가 인정을 중요시 했던 이
유는 인정이야말로 가지(可知)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정이 가지의
영역이라면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 되는
일종의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북송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상식
혹은 통용가능성은 중요한 문제였고, 과거제도는 공정성 및 공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구양수에게 있어서 인정은 구체성을 담게 해주는 것이자 이상․당파를
넘어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제도와 부합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51)
한편, 구양수가 많이 사용한 ‘자연(自然)’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그가 유
학을 바라보았던 측면, 과거제도를 바라보는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는 리에
관해서 언급할 때 자주 자연을 말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함’
의 의미이다. 정이가 리를 말할 때 자연과 연관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자연지리(自然之理)’, ‘리의 자연’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구양수도 그런 점에서는 정이와 비슷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도덕성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
어 도⋅불 사상의 체계성을 타파하기 위해 사변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우주
론적 사유를 정립하고자 했던 정이와는 달리, 구양수는 도덕성을 구체적인
49) 쓰치다 겐지로, 성현창 역,『북송도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6). 71-82쪽 참조.
50)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36-40쪽
참조.
51) 쓰치다 겐지로, 성현창 역,『북송도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6). 83쪽.

- 33 -

제도의 형태로 정립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제
도는 자연의 리, 스스로 그러한 순리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구양수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구양수는 고대에 이상적으로 실현되었던 통일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즉, 사람들이 현재의 제도들을 비판하고 포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과거와 같아질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대 이상 사회를 재현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제도는 북
송 이전에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북송에 와서 인재등용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구양수가 새로운 시대
를 건설하고자 하는 북송 도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
다.
구양수는 인간의 영역 밖에서 권위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역사란 도덕적 질서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여겼기 때
문이었다. 한 나라는 영토가 작을 수도 있고 군사력이 약할 수도 있으며
경제력이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나라일지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동시대에 있어 상대적인 위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정치적 제도로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양수
는 당 왕조가 영토 확장, 군사력, 경제적 부를 추구했지만 역사는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들어 이러
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그는 바로 지금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선구적 시점이라고 생각하였고 과거제도는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획기적인
문화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양수는 고대 이상 사회가 보였던 완전한 통일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것이 예악(禮樂)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방식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고대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면서도 고대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취하여 정치적 제도와 도덕적 완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는
데, 이는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제도적 변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양자를 통일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온전한 도덕적 완성이 이루어질
때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이의 입장과 정치적
개혁을 통해 고대의 이상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왕안석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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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포섭할 수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한편으로는 구양수가 제도적인 변화와 도덕적 변화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음을 시사해주는 것인데, 그
가 보기에 과거제도는 새로운 사대부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실제적 인
프라인 동시에 도덕적인 수양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였던 것이다. 수험생
의 입장에서 관료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학문을 수양하고 끊임없는 노력
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동시에 도덕적인 고대 성인의 도를 추구
하며 수양의 정진을 해야 한다는 구양수의 관점은 오늘날 인성이나 도덕성
을 도외시한 채 시험이라는 관문의 통과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구양수는 적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체제의 전면적
인 개혁을 강조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현재의 제도와 기구들을 현실의 상
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순간의 변
혁보다는 개정과 수정의 방식을 중요시 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개인
의 이익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제도적 이익들을 넘어서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구양수는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바로 구양수가 제도와
도덕의 영역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고대
에는 영토의 확장이 아닌 덕(德)의 완성을 추구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
을 것인데, 도덕성과 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합
의, 즉 과거제도와 교육을 통한 질서의 확립에 달려 있다고 구양수는 보았
다.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도덕적 이상 정치에 의해 다스려진다
면 도덕과 정치가 분리된 것으로서의 제도들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
다.
그는 1057년 과거시험의 관장자인 지공거(知貢擧)로 임명되었다. 그는
본인 스스로의 해석을 통하여 경전 속에 드러나는 성인의 도를 깊이 이해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대부들에게 유리하도록 시험문제를 바꾸어 놓았
다. 이는 당시 기능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단순히 습득한 많은 엘리트 사대
부들이 낙방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은 구양수의 집에 찾아와 소동
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 때 과거시험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서
북송의 유학을 시대적 사명 하에서 추구하고 맹목적으로 시험과목만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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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인들의 배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문(古
文)을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과거의 문장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제도를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다.52) 그에게 있어서 고문은 단
순히 고대 이상사회의 답습이나 혹은 반대로 낡은 관습의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다.
한편, 구양수에 의해 고문이 보급되고 성행했다는 것은 고문을 통한 학
문(學文)이 사회 변혁의 정당성을 위해 추구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구양수를 따라 고문 운동을 지지했던
일단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당대(當代)의 중요한 이슈들
에 대하여 고문에 기반 하여 쓰고자 하였고, 조정을 장악하여 자신들이 추
구하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여 대외에 알림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
고자 했던 것이다. 고문가들은 고문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나름의 대안
을 주장하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는 그들이 학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학문이란 고
문을 통해 고대의 이상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문장(文章)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말았다.53) 문장은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문가들은 고문 속에서 학문 혹
은 사상의 일면 만을 강조함으로써 사상과 문화를 괴리된 것으로 파악하여
학문이 현실과는 괴리되어 생동성을 잃고 학문 자체의 껍질 속에 갇힐 가
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제도가 인재 등용의 산실로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파적 이해관계나 현실과는 괴리
된 학문을 조장하는 역할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구양수가 고문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제도와 도덕의 조화
라는 포섭적 입장은 북송 시대 지성사에 명백한 하나의 족적을 남겼다. 고
대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독특한 자신 나름의 고문 추구 방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구양수의 비전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오늘날 각종 시
험을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 수험생들은 당락이라는 양 기로를 넘나들며 시
52)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36쪽.
53)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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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준비하는 치열한 과정 속에 있다. 학문을 통해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숙고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문장을 답습하는 것은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즉 기존의 학문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학문에 자신의 인격과 도덕적 가치를 투영하지 못하여 실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지식, 그러한 지식인을 배출하게 되는 위험성을 배태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이는 단순히 그 시험의
산술적 점수에는 표기되지 않는 인격, 즉 단순한 기능적 관료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시험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필요함을 말해준다. 제도와 도덕
성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 제도권의 요구에 충실하면서도 도덕
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학문을 연마해야한다는 점은 현대
적 맥락에서 오늘날의 사대부라 칭할 수 있는 지식인, 수험생들에게 요구
되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 북송 시대에 구양수가 고민했던 것은 오늘의 우
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것이 북송의 과거제도와 유학자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2) 왕안석(王安石)과 사마광(司馬光)
왕안석(王安石)과 사마광(司馬光)은 정치적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상 사
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대부들이었다. 왕안석과 사마광은 정치 사상가로
써, 신법(新法)과 구법(舊法)의 대립이라는 정적(政敵) 관계에 놓여있던 인
물들이었으나 정치 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녔다. 그들에게 과거시험은 그들의 비전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제도이자 학문과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식인들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
는 정치적 장치로 여겨졌다.
왕안석과 사마광은 정치적인 제도와 도덕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꾸어
갈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했던 구양수와는 노선이 다르게, 현실적인 정치적
사안을 정립하는 일에 몰두했던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
서 그들이 철학적인 담론 및 그 개념들과 무관하게 학문적·정치적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북송 유학자들 전반이 그랬던 것처럼 도·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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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학의 위상을 정립해야겠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으나, 다만 도덕
성의 완성이 문제의 근본이 된다고 보거나 고문 혹은 문학적 소양을 중시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완결되어가는 방식으로 유학의 부흥을 꾀하
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꿈꿨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고 서로 배척하는
관계였지만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기존 당대(唐代)의 모습에서 벗어나 고
대 이상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에서 북송 유학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지식인이자 사대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제도
적인 것들 중 하나인 과거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본 장에서는 두 사람의 공통되는 점과 서로 양립할
수 없었던 점들을 살펴보면서, 과거제도가 그들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
되고 시대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일 수 있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1040년 초, 정치에 입문한 초기부터 그들은 동일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
다. 국가와 사회 사이의 적절한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학문이 사대
부들에게 정치적 엘리트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지 등의 문제의
식이 그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품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 그들이 학문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핵심이 되고, 특히 유학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음 암시한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외적인 제도가 사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는 점은 유학이 지향
하는 현실참여적인 성격, 즉 도·불의 출세간(出世間)이 아닌 세간(世間)을
지향했다는 점에서만큼은 두 사람이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는 것이다. 학문을 탐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들의 대답은
현실 제도를 개혁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을 것이다. 이들이 정부
의 힘을 키우는 문제에 집중한 이유는 여진족[金]의 북송 침입과 결코 적
지 않은 관련이 있다. 북송이 내우외환, 즉 외적으로는 금의 침입에 시달리
고 내적으로는 도․불의 사상적 도전 속에서 유학이 어떻게 그 위상을 확
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붙들고 있었다는 점은 왕안석과 사마광의 문제의식
의 역사적 맥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정부의 제도적 방향성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각 다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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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게 되어 서로 나뉜다. 다양한 제도적·사회적·문화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북송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구조로 질서 지워진 세상이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안석과 사마광 각각
은 북송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신이 발견했다고 여겼고, 그 견해
에 있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면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송나라 북부와 남부가 어떤 환경적·문화적 상황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부와 남부는 서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북부에서는 변방의 수비가 주된 관심
이었다. 북쪽 국경은 무력지대였고, 북부평원 및 북서쪽의 인력과 경제적
잉여 전력은 그쪽으로 빠져 나갔다. 그러나 남부 사람들에게 있어 국경은
멀리 있는 곳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국경은 해안이
었고, 해안가의 거대한 도시들은 해외로 뻗은 무역망을 통하여 돈을 벌어
들였다. 이 시기 복건(福建) 지방이 특별히 발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
다. 남부에서는 경제발전이 북쪽 변경의 방어보다 더 중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부 출신 재상인 왕안석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한 반면 그의 적수였던 사마광이 사회 안정을 우선시 하면서
경제성장은 인구의 크기와 함수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54)
왕안석의 정치사상이 함축된 말을 찾아본다면 “무릇 천하의 여러 가지
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물이고 천하의 재물을 다스리는 것은 법이며 법을
지키는 것은 관리이다”55)라는 말일 것이다. 왕안석은 신법(新法)을 시행하
면서도 부국을 강병에 우선 하여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백성의 생활
을 풍족히 하기에 힘썼다. 왕안석은 정이가 가장 적개심을 품었던 인물 중
에 한 명인데, 그 이유는 외부적 변화, 즉 제도 장치의 변화를 통해 정치적
이상을 꿈꾸었던 왕안석의 사상이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이르
고 그것이 사회변혁의 핵심이라고 믿었던 정이의 비전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왕안석은 북송 당시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
54)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45쪽.
55) 임현숙, 「왕안석의 과거제도개혁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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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인식하고, 그 모든 원인은 법도(法度)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법령을 고쳐서 선왕의 뜻에 따르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것은 인재(人才)가 부족한 때문이며 결국 가장 급한 문제는 인재 확
충으로 귀결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자신의 정치 이상론을 바탕으로 왕안석은 20세의 나이로 제위에
오른 신종(神宗)이 그를 등용하자 과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다. 그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한다. 그는 교육
의 근본을 학교에 두어서 학교를 통해 인재를 뽑기 원하였다. 송초에 있었
던 국자감(國子監)은 능동적인 인재의 양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였기에 왕안석은 1044년 태학(太學)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을 꾀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본격적으로 과거제도의 개
혁에 착수하게 된다. 북송 중기에 이르러 첩경(貼經)․묵의(墨義)․시부(詩
賦)로 치우치는 폐단이 지적되고 책론(策論)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왕안석은 당시의 과거시험이 암기만으로 이루어지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
다. 즉, 왕안석은 단순한 암기와 기존의 고문을 답습하는 것이 전혀 국가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후에 여조
겸과 주희는 왕안석의 신법 중 교육제도의 폐단을 비판하고, 학교교육이
과거를 위한 문장연습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왕안석의
생각은 여전히 시사점을 준다. 시험 제도가 완벽히 마련되면 인재를 올바
르게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시험제도가 비판적 사고 없
이 제시된 과목에 대해 기계적으로 답하는 교육의 풍토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반성하게 해준다.
또한, 왕안석은 당시의 교육이 문학적인 방면만을 다루고 군사적인 측
면을 경시한다고 비판하였다. 왕안석이 살았던 시기의 과거제도에서 관리
를 뽑는 기준은 문학적 기교와 암송이 위주였는데,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유용한 인재들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왕안석은 분석하였다. 그는 고대를 재
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립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실행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일을 냉철하게
추진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줄 수 있고,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은 벌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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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법당의 대표로 꼽히는 사마광은 제도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되, 마음[心]의 문제에도 관심을 특별히 기울였다. 그는 제도적인 것을 바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덕목의 체현(體現)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이유로 사마광은 단순히 고대 이상적 제도와 사회의
모형을 갖추었던 성현의 가르침을 그대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사대부 자신
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조적인 도덕법칙을 세워야 한다고 여겼다. 이
러한 면에서 사마광의 관점은 구양수가 가졌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있을 수 있다. 그는 정치적인 제도·문학적인 소양에 기반 한 학문·언어
등은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능에 불과하다고 보
았다. 따라서 사마광은 정부 정책의 근원으로서 고대를 이상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도덕적으로 질서에 근거한 정치적 왕조의 안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마광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았는데, 그 당시의 사회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상고 시대가 아닌 질서
잡힌 세계로 가기 위해 성인이 창조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관
심은 송나라가 처한 정치·경제·문화·학문의 기반 위에서 왕조 체제가 원활
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문제에 있었다.
사마광이 지향했던 사회상은, 경제적인 부(富)를 증식시키기 위해 조정
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들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는 방법을 추구하는
왕안석이 생각한 그림과는 다른 것이었다. 진정으로 성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재능, 용기, 지위 등을 부와 바꾸기 위해
애쓰지 않고 다만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마광은 생각하였다. 이는 “공자께서 말하시기를, 나를
이해하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이에 자공이 말하기를, 어째서 선생님을 이
해하는 이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하시기를, 나는 하늘을 원
망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는다. 나는 학습에 있어 아래에서 시
작하여 위에 있는 것까지 도달하는 사람이다. 만일 나를 이해하는 이가 있
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늘일 것이다!”56)라는 대화에서 보이는 공자의 관점
56) 『論語』 「憲問」: 子曰 : 莫我知也夫. 子貢曰 :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
上達. 知我者其天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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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마광이 보기에 천리(天理)라는 불가지의 영역을 이
해하는 일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구체적인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구
성원이 도덕적 인륜을 쌓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
다. 사마광은 재상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인위적으로 제도를 바꾸기를 강하게 열망하지는 않았다. 그런 그에
게 있어서 과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
을 것이다. 그에게 과거제도란 천명에 거스르는 도덕적 질서나 인위적인
제도의 창출을 위한 학문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완전한 질서와
도덕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유학의 비전에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
는 것이었다.
사마광은 통치자에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첫째, 사마광은 통
치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仁·慧·勇] 중에서 인은 교육을 통하여 형성
되는 것으로써, 정치를 개선시키고, 백성을 기르며 모든 사물에 리(理)를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은 공자에게 있어서 구체적 도덕 행위의 실천과
다름이 아닌 것으로, 충서(忠恕)57)로 요약될 수 있었고, 맹자에 이르면 인
은 주로 내면의 도덕적 심성으로 설명되어 의(義)와 함께 사단[仁義禮智]으
로 명명되었는데, 사마광이 인을 만물의 리와 연결시키는 관점은 도덕적
행위와 마음이 곧 인간의 리, 즉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원리’가 되어야
함을 설득하고자 했던 성리학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둘째, 사마광은
인사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인재를 관직에 임명하고 적절하게
포상을 하며 분명한 명분으로 처벌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이유는
조정의 시스템을 위해 새로운 과업을 구상하고 조직하기 보다는 관리들이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제도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기보
다는 완전한 도덕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理]를 구축하는 매개체였
다.
왕안석과 사마광은 조정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57) 충(忠)은 중(中)과 심(心)이 결합한 것으로, 나의 참된 마음 혹은 나의 양심을 의미하여 속임이나
꾸밈없이 온 정성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서(恕)는 여(如)와 심(心)의 결합한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을 헤아리고 배려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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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각각 신법과 구법으로 논쟁을 벌였는데, 이는 그들
이 정치 제도의 역할을 다르게 보았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마광은
조정의 구조, 조정의 조직, 조정과 사회 사이의 관계, 현실 사회에서 필요
한 조직들에 관하여 왕안석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사마광은 유
학의 부흥과 그 질서를 이루는 데에는 리(理)에 기반 한 정치적 위계질서
를 확립하는 것[體]과 그 위계질서가 담당하는 기능[用] 사이에 구분이 필
요하다고 본 반면, 왕안석은 그러한 구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왕안석은
제도의 완전한 확립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利]이 곧 구체적 사회 전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보아, 그 둘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마광은 조정의 제도적인 업무들과 사람들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인 영역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하늘[天]로부터 리, 즉 성(性)을 부여받았지만 기(氣),
즉 정(情)이 발현될 때, 욕망[欲]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인간관에 기초한
생각으로, 그가 도덕적 질서와 수양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보여준다.
왕안석은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했고 사마광
은 송나라와 다른 외부의 나라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
데,58) 이는 왕안석과 사마광이 재상의 입장에서 유학을 통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고, 학문을 통한 지식인들의 사명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입장에
서있었음을 보여준다. 후에 신법에 채택되자59) 사대부들은 대립되어 나뉘
고 후에 신법 반대파들은 원우(元佑)60) 기간 동안 조정을 장악하여 왕안석
의 정책들과 학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1094년에 다시 권력을 잡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는데, 이는 유학이 학문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선이 달랐음을 보여주며,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시대적
고민이 다양하게 분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정이(程頤)
58) 피터 볼, 심의용 역, 『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예문서원, 2010). 577쪽.
59) 1126년 금나라의 정복에 이르기까지는 왕안석의 신법이 더 많은 인기를 누렸다.
60) 송(宋) 나라 철종(哲宗) 때의 연호로 1086년에서 1094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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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程頤)는 정치적 제도를 통한 접근이 아닌 완전한 도덕성의 추구를
통해 성인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했던 사대부이다. 정이는 관직을 맡게 되
면 고결한 뜻을 잃게 된다고 보아 정치적 삶과는 거리를 두고, 리(理)의 개
념을 통해 도덕적인 사회를 하나의 원리로 체계화하고자 했던 사대부였다.
본 절에서는 정이를 주희가 도통(道統)의 정통으로 공인한 북송오자 중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과거제도에 의탁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학문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했던 사대부의 전형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정이는 평생 높은 관직에 나가지도 않았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사회 정치적인 활동[入世]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인종(仁宗) 가우(嘉祐) 4년
(1059) 진사(進士) 시험을 보았으나, 정시(廷試)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하지
만 정이가 관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를 합격하지 못한 것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조정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관직에 나갈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
다. 이러한 생각은 관직을 추구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수양하고
노력하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면
은 남송의 여조겸과 주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서원이 발달하게 되는 모
티브가 되기도 한다.
정이의 철학적 개념들, 특히 리(理)는 천지로부터 부여된 내재적 도덕
능력을 지닌 채 인간이 태어났다는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송 사대부들에게 입세(入世)와 출세(出世) 사이의 긴장이 존재했음
을 앞장에서 언급했는데, 이러한 두 긴장 속에서 유학부흥운동과 이학(理
學)의 출현, 그리고 정이의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61) 그는 관직을 추
구하지 않으면서도 ‘사대부’ 일 수 있음을 깨달았고, 스스로도 그러한 면을
실천했던 지식인이었다.
정이는 비록 원우당(元佑黨) 인사 중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서원의 장에서 논의할 남송 도학자(道學者)들의 사상에 기
반이 되는 초기 도학(道學) 발전의 윤곽을 그려냈다. 그는 “오늘날의 학자
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문장에 능한 자는 문사(文士)라 하고, 경전을 담론
61) 심의용, 「북송 시대 사대부들의 변화와 정이천 철학의 특성」, 『동서철학연구 제36호』, 2005.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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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강사(講士)에 가까우며, 오직 도를 아는 자만이 바로 유학자이
다.”62)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도(道)’를 아는 학자만이 비로소 ‘유
(儒)’라고 불릴 수 있으며, 전통적인 문학과 유가의 『오경(五經)』을 연구
하고 익히는 것은 더 이상 유학자를 가늠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 북송 말기에 이르면 도학은 이미 일부 유학자를 한정해 지칭하는 용어
가 된다.63) 이러한 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송의 사대부들이 자신
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으며, 정이를 비롯한 도학 인사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될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의 인
격 수양과 성인이 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가 되었다는 점이다.
정이는 고대 경전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학문 탐구와 같은 것으로 여
겼던 여타 유학자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물론
정이는 고대의 성인, 선진 유학의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간과한 것이 아니
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완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제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
라고 여겼다. 정이는 과거제도와 관직으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북송 유학
자들의 유학 부흥 운동, 즉 도·불의 사변적 체계에 대한 유학의 개념적 체
계화의 비전에 매우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남송에
이르러 도학자의 중심 관심사가 되었고 결국 주자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
키기에 이르렀다.
정이는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은 하늘[天]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만물, 즉 각 개인과 물(物)에 내재하며 마음에 의해서 깨달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이는 믿었다. 그것이 리(理)이다. 정이는 『서명(西
銘)』의 내용에 대해 물음을 던진 양시(楊時)에게 답하면서 처음으로 리일
분수(理一分殊)라는 말을 썼는데, 정이는 묵자의 겸애설을 비판하면서, 사
람이라면 마땅히 인애(仁愛)해야 하는 것이 리일(理一)이고 친친원리, 즉
차등애가 분수(分殊)라고 생각하였다. 정이는 리일분수를 통해 리의 보편과
특수, 통일과 차별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일분수는 구
체적 명제로서 윤리적 실천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정이의 의도에서 비
62) 程頤․程顥, 『二程集』(北京: 中華書局, 新校標點本), 冊1, 95쪽.
63)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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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것이었다.
정이의 관점 중 가장 혁신적인 것은 리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와 체계를
불어넣었다는 점일 것이다. 정이에 따르면 천도(天道)는 리(理)일 뿐이며
리는 천리일 뿐이다. 두 단어가 대조될 때, 리는 한 사물의 원리를 말하며,
도는 모든 사물이 따르는 길을 말한다. 정이가 사변적으로 보이는 천도와
리의 개념을 통해서 우주론적 논의를 전개한 이유는 인간이 도덕적인 완성
을 향해 가는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
를 수 있다고 하는 목표를 당연한 원리 혹은 원칙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문
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천리를 부여받았다
는 점은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신뢰이자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고, 각각의 개별 인간과 사물이 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구체적이고 실천
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이는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문장을 화려하게 쓰기 위한 공부는 도덕
적 사회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여겼다. 천리를 부여받은 인간 각각
이 품부 받은 기의 차이로 인해 다양성을 보이게 되고 서로 간 관계 속에
서 각종 갈등,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모순 혹은 병리적 현상들이 발생하
는데, 이는 성인의 학문과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여 질서
를 추구할 수 없었던 춘추전국시대에 공자와 맹자가 꿈꾸었던 도덕적 이상
사회에 대한 비전을 이어받고자 했던 정이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위에서 논한 사대부들과 정이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을 꼽으라면 시
선의 초점을 정부의 통치가 좋은지의 여부가 아닌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
는지의 여부로 돌렸다는 점일 것이다. 정이가 도덕윤리[義理之學]의 시각으
로 『역경(易經)』을 해석한 『역전(易傳)』은 그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
는 『역경(易經)』을 소옹과 주돈이처럼 상수(象數)와 점복(占卜)의 각도에
서 해석하지 않고, 왕필(王弼, 226-249)을 따라 「대전(大傳)」을 64괘 경
문에 일일이 맞추어 본 후, 중심을 괘효의 경문에 두지 않고, 대전에 두어
대전의 도덕원리를 수양공부에 응용하였다.64)
도덕성의 추구에 대한 정이의 생각은 관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그 자
- 46 -

신의 결단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정이는 정치권에 나가지 않은 것
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으며, 문학적 기교가 부족하고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생각했
다.
과거시험에 대한 정이의 생각은 그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던 주희에게
계승된다. 과거 시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 되었다가 후에 원대(元
代)65) 1315년에 재개 되었는데, 총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험 중 첫 번째
부분은 사서(四書)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 기초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도학
자들은 대체로 과거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 이는 거의 없었지만, 서면
(書面) 상의 테스트가 도덕적 수양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여겼다.66) 정
이는 도덕적인 완전성을 추구하고 그것의 이론적 원리를 도출하고자 시도
하였다. 그는 항상 사대부들은 사물들의 이치를 밝히고 그들 자신의 노력
을 통해서만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64)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54쪽.
65) 원나라 과거제도는 급제를 잘 부여해 주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도 않았다. 실제로는
개인적 연줄, 학교에서의 선생 자리, 지방정부에서의 아전의 자리 등이 사(士)가 관직으로 나아가
기 위한 보다 중요한 방법이었다. 몽고인․색목인(色目人: 중앙아시아인)․한인(漢人: 북부의 중국인,
여진족, 거란족), 남부 사람에게 각기 할당을 두고 다른 시험교과를 부과하였는데, 다른 어떤 그룹
도 몽고인에게 주어진 급제자 수보다 많은 급제자를 내지 못하였다. Peter K. Bol, 『역사 속의
성리학』, 김영민 옮김, 예문서원, 2010. 151쪽 참조.
66)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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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원교육과 사대부들의 정체성
본 장에서는 남송의 서원교육(書院敎育)을 논의한다. 중국 역사에서 서
원이 형성된 흐름을 분석해보고 서원교육에서 드러나는 사대부들, 특히 도
학자들의 사상적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남송 서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 이유를 지적하고, 당시 지성인들이 새로운 교육 문화를 창달하는 주체
로서 서원교육을 형성해간 모습을 논의함으로써 진정한 학문 추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남송이 서원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송 시대를 전후로 하여
서원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가? 남송 서원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사대부들의 정체성 및 학문적 태도는 어
떠하였는가? 이에 대해 답함으로써 서원교육이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도록 한다.

1. 중국 서원의 형성과 전개
중국의 서원은 당나라 때 장서(藏書) 기능을 갖춘 관설(官設)기구로 시
작해 북송(北宋) 때 전국에 확산됐다. 송대(宋代)에는 인쇄술의 발달과 문
인우대정책으로 인한 도학자(道學者)들의 활동, 경제적인 풍요로움 등으로
학문적으로 번성(繁盛)하여 서원이 본격적으로 지식인들의 학문의 전당으
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하지만 원명을 거쳐 주자학이 관학으로 확정된 이
후 청대(凊代)에는 옹정제와 강희제 시대에 이르러 조정에 의한 적극적인
서원정책이 취해짐에 따라 서원은 관학화 경향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서원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을
보면 그 시대의 학문적 흐름, 사대부들의 정체성, 그리고 문화까지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송(北宋) 초기에 서원은 교육 기능, 도서 보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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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기리는 제사 집전 등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남
송(南宋) 주희에 이르러서는 서원의 기능이 보다 광범위해졌다. 유망한 과
거시험 준비생들이 학문과 수양을 정진 하도록 하는 기능, 학규의 게시(揭
示)를 통하여 인격 수양과 일상사에서의 올바른 태도와 방법을 제시하는
기능, 사서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학 활동의 기능, 종교적 의례
를 위한 기능, 그리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까지도 서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중국 남송의 서원을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되 남송을 기준으로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남송 시기를 중요한 분
기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대부들이 서원에서의 강학활동을 통해 지식인으로서 지향했던 학문적 태
도, 중요하게 여겼던 학술적 가치, 주희의 동시대인들이 학술적으로 교류했
던 관계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자학적 관점에 갇히지 않고 남송
사대부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관계 맺고 있었음을 살
펴볼 것이다.
1) 남송 이전의 서원
‘서원(書院)’이라는 이름은 당나라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당나라 현
종 개원(開院) 연간에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을 설치하고 13년(725)에 이
를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으로 개명하였다. 이때 조정에서 설치한 서원은
다만 장서(藏書)와 수서(修書)를 다루는 기구였는데, 이는 한대의 동관(東
觀)이나 난대(蘭臺)라든가 청대의 문연각(文淵閣) 등과 같은 것으로서 이들
역시 선비들이 학업을 닦는 곳은 아니었다.
당나라 때에도 ‘서원’이라고 칭하는 일종의 사립 독서당이 있었다는 것
이 당나라 시인의 시편에 보이지만 이 역시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었
다. 강학을 하면서 인재를 육성한 서원은 남당(南唐), 승원(昇元) 4년에 건
립된 백록동학관(白鹿洞學館)이 시초인데, 여산국학(廬山國學)이라고도 하
였다.67)
67) 백록동학관은 당 이발(李渤)이 은퇴 후 거처하며 학문에 정진했던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이발은
흰 사슴을 길렀으므로, 백록사(白鹿師)로 알려졌고 이를 따서 이곳을 백록동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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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北宋)에 이르러서 4대서원이니 6대서원이라는 이름이 불려 졌는데,
4대서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왕응린(王應麟)의 『옥해(玉
海)』에서는 백록동·악록(岳麓)·숭양(嵩陽)·회양이라 하였고, 마단임(馬端
臨)의 『학교고(學校考)』에서는 숭양 대신에 석고(石鼓)를 넣었고, 『형양
도지(衡陽圖志)』에서는 회양 대신에 석고를 들었으며 모산서원(茅山書院)
을 넣은 곳도 있다.
전조망(全祖望)의 고증에 따르면 『옥해』의 설이 옳다고 하였는데, 그
까닭은 「석고」는 송 인종 때에 사액을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
시 주학(州學)으로 바뀌었으므로 서원으로 있던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
이다. 북송에 몇 개의 유명한 서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발달하지
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송시대의 서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서원은 능력본위의 등용문이 본격적으로 실현된 북송의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더욱이 남송의 성리학, 특히 도학68)은 북송
시대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송은 당말 오대의 상란(喪亂)을
거쳤기 때문에 태조 조광윤(趙匡胤) 이래 통치자는 정치적 평화를 꾀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중문정책(重文政策)에서 찾고자 하였다. 때
문에 과거제도를 중시하여 과거시험을 통한 관리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관심을 과거에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개국 이래 80여 년간은 체계적
인 학교교육을 일으키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세상이 점차 평화
로운 시대로 접어들자 향리사람들은 자제를 입학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때
에 ‘선비들은 산림에 의거하여 넓은 터전을 잡고 강학을 하니 그 수가 많
을 때는 백 수십 인이나 된’ 상황이 나타났다. 이것이 서원이 흥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북송에서는 세 차례의 흥학(興學) 운동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인종 경력
(慶歷) 연간의 흥학이고, 두 번째는 신종 희녕(熙寧) 원풍(元豊) 연간의 흥
학이며, 세 번째는 휘종 숭녕(崇寧) 연간의 흥학이다. 이 시기에, 위로는 태
937-942년 남당(937-975)의 영토였던 이곳에 여산국학이라는 명칭의 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되
었고 북송에 와서 여산국학은 백록동서원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68) 북송 시기에 도․불의 사상을 물리치고 유학의 부흥을 위한 유학자들의 학문을 신유학(新儒學) 혹
은 송학(宋學)이라 부르는데, 그 유학자들 중 특별히 성인의 도를 추구하겠다는 분파를 도학(道學)
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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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으로부터 아래로는 주현학(州縣學)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규모의 제도를
마련하였다.69) 서원은 본래 학교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것은 관학이 흥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을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송의 4대서원이 비록 천하에 이름을 떨쳤으나 실상은 사대부들의 진정한
학문추구의 전당이었고 보기는 어렵다.
주돈이·장재·이정 등이 유학의 부흥을 위한 신유학(新儒學)을 펼쳤던 것
은 잘 알려진 바이지만, 그들이 강학하던 곳을 따로 서원이라고 칭하지는
않았다. 북송 때 도학(道學)은 아직은 형성기였고, 신유학의 분파 중 하나
였다. 더군다나 그것은 왕안석이 『삼경신의(三經新義)』를 이용하여 현실
적인 정치가를 양성하려는 신법 정책과는 상충되었다. 정호와 정이의 제자
인 양시(楊時)가 흠종(欽宗) 시에 태학박사로 있을 때, 그는 『삼경신의(三
經新義)』를 공격하였으나 석 달을 못 넘기고 실각하고 말았던 일은 그러
한 상황을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
2) 남송 이후의 서원
서원이 본격적으로 흥성한 것은 남송에 와서이다. 서원의 수가 크게 증
가한 것은 결정적으로 북송 때 맹아를 틔웠던 도학이 남송에 이르러 주도
권을 잡아가게 되고, 도학 내 여러 학파가 서원교육을 통해 형성 및 발전
되었기 때문이다. 전조망은 금나라 군사의 남하로 말미암아 북송 숭양과
회양의 두 서원은 이미 파괴되고 4대서원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백록과 악
록 뿐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두 서원은 주희와 장식(張栻)이 각각 주
강(主講)하였기 때문에 명성을 크게 떨쳤으며, 여조겸(呂祖謙)의 여택서원
(麗澤書院)과 육구연의 상산정사(象山精舍) 또한 천하에 이름을 알리게 된
다.70)
남송에 이르러, 지식인들은 왕에게 아첨하는 글을 짓거나, 학문 자체를
69) 남송의 섭적(葉適, 1150-1123)은 북송의 주현학을 칭송하기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어서 한·당
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였다.
70) 송나라 이후 원·명을 거쳐 서원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일정한 긍정적인 작용을 한 반면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청대(淸代) 광서(光緖) 27년(1902)에 폐지되었으니, 승원(昇
元) 4년(940)으로부터 따져본다면 서원은 9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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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기 위한 모습보다는 부패하고 행실에 절도가 없어지는 등 태학과 주
현학의 관학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가게 된다. 이는 과거시험의 부패와
도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걸출
한 사대부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게 된다. 학교의 폐단
이 가중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들은 남송에 와서 서원이 흥성하게 된 까닭
과 적지 않은 관련성을 보인다.
남송 4대 서원 각각의 학파는 문도가 많았을 뿐 아니라 각각 독특한 학
풍과 학도를 배출하면서 서원교육과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71) 이들 학파의
사대부들은 모두 명성이 널리 퍼져있었고, 남송대의 학술계를 압도하면서
많은 독서인들을 흡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파는 관학(官學)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것들을 지향하고 연구하며 각기 서원 및 정사를 세우게 되고 그
뒤 각 학파의 후학들은 스승의 학문을 선전하면서 서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 초기 서원’인데, 여기에서 ‘초기’라는 말
은 단순히 시대적으로 초기 서원을 지칭하는 것이기 보다는 서원교육이 하
나의 시대적 분기점이 되면서 문화의 새로운 코드로 본격적으로 융성하던
시점에서의 서원이 흥성하였던 시기를 가리킨다. 이에 연구자는 중국의 역
사를 통틀어서 남송 서원이 과거제도의 획일화된 관리 양성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도(道)의 학문을 추구했던 사대부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터전이
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 초기 서원’라는 용어를 ‘남송 서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체하여 부르도록 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남송대
에 서원이 본격적으로 흥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 주자학
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 주희가 동시대인들, 즉 도학 공동체 사대부들과 다
양한 학술적 교류를 했던 시기가 남송 시기라는 점이 두 번째 이유이다.
71) 지역적으로 보면 주희의 문도는 민중(閩中)·강서(江西)·강동(江東)·절중(浙中) 사람이 많았고, 육구
연의 문인은 한 갈래는 강서, 한 갈래는 절동(浙東)이었는데, 특히 절동이 더욱 성하였다. 절학이
또한 강서에 이르러 주희를 종주로 한다고 일컬어지는 왕응린(王應麟)의 북산학파(北山學派)였다.
한편, 악록의 한 파는 사천(四川)으로 갔다. 이는 중국의 서원교육이 지역적인 문화 및 분위기와
도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데, 이하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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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송의 서원교육과 사대부들의 정체성
남송대는 관학(官學)이 점차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거시
험 준비만을 위한 장소에서 탈피하여 성인의 도(道)를 탐구하고 진정한 학
문의 길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대부들이 정사(精舍)나 서원(書院)을 중심으
로 강학활동을 하던 시기로, 말하자면 학문적인 춘추전국시대와도 같았다.
남송 시대는 완성된 체계로서의 주자학이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여러
도학자들의 다양한 학문 탐구와 강학 활동이 서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
개되었던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한 시대 이해다.
남송 서원과 사대부들의 지성사(知性史)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도학
(道學)’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도·불 사상을 물리치고 유가
의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북송대 지식인들이 시작한 유학 부흥 운
동은 그 시대를 ‘당송변혁기’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 눈에 띄
는 뚜렷한 것이었다. 송대는 조정의 지식인 우대 정책, 종이 서적의 폭발적
보급, 그리고 경제적 발전 등으로 사상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사대부의 시대라 불릴만한 시대였다. 이 시기 유학자
들의 유학 부흥 운동의 모든 활동 범위를 총칭한다면 ‘송학(宋學)’이라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정(二程), 특히 정이(程頤)를 중심
으로 성인의 도를 추구하는 것을 유학의 본질로 여겼던 갈래를 ‘도학(道
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와 같은 비전을 품었던 사대부 공동체들을 도
학 집단 혹은 도학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72)
72) 드 배리(W. Theodore de Bary) 교수는 도학(道學)·이학(理學)·심학(心學)·성학(聖學)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는 송대 신유
학의 정통을 정주학파(程朱學派)에 주도권을 부여하여 규정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틸만(Hoyt
C. Tillman) 교수는 신유학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게 포괄적임을 지적하면서, 정주학파는 도학(道
學) 공동체 중 주희에 의해 구성된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틸만 교수에 따르면 송대의 유학자
중 공자·맹자·자사로 이어지는 선진(先秦) 유학의 부흥을 꾀했던 학파를 ‘송학’ 혹은 ‘신유학’이라
부를 수 있고, 다시 이 중에서 성인의 도를 추구하는 일단의 학파를 도학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
으며, 북송에서 도학의 범위는 사마광, 여공저, 여희철, 호안국 등이 포함되고, 남송에서는 장구
성, 여조겸, 장식, 진량, 육구연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주희는 그 중 특히 북송오자에
국한 시킨 이른바 정주학파를 정통으로 규정했다고 틸만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Tillman, Hoyt
Cleveland, "A new direction in confucian scholarhip: approaches to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Neo-Confucianism and Tao-Hsüeh", Philosophy East and West,
vol.42, 1992.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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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道學)이라는 이름은 송 철종 원우(元禑) 시기(1086-1093)로부터 시
작하여 주희가 살았던 시기(1174-1189)에 대중화 되었다.73) 도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의식과 가치 등을 공유하였고 자신들 공동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여겼다. 이는 송대
유학이 자신들의 본래 정체성을 도덕성에서 찾아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
다.74) 결국 도학의 비전에 참여하는 것이 학문의 종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도학공동체에 속한 학자들이 과거시험을 주도할 때 같은 비전을 품은 인재
가 등용되는데 과거시험을 통과하는 데 이롭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으
며75) 서원은 그러한 공통적인 이상을 지닌 도학 집단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도학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도학 공동체의 활동은, 북송의 정이가 과거 시험 제도와 동떨어진 채
학문적 활동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남송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남송 4대 서원에서 활동한 사대부들
은 모두 도학 공동체에 속한 인물인데, 여기에서는 주희를 도학 공동체 중
한 사람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는 일생을 동시대인들과의 교류 및 논쟁을
통해 북송 송학의 범위를 북송오자로 한정시켜 정통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성인의 도를 추구한 그 계보가 자신에게 이어진다는, 이른바 ‘도통(道統)’을
확립해 나간다. 이렇게 남송 시대에 형성되어간 학통이 이른바 ‘정주학(程
朱學)’이다.
주희가 말했던 ‘도통’ 내에 있는 사상가들은 각각 철학적인 일관성을 지
니지 못했는데, 주희는 자신의 사대부로서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가들의 고유한 생각들(own ideas)이나 개념들을 하나의 체계로 꿰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와 그 추이를 설명해 내기위해
도교의 색채를 적지 않게 품고 있던 주돈이(周惇頤)의 태극(太極)과 무극
(無極) 개념을 도입했고, 만물에 구유된 이치와 도덕적 근거를 설명하기 위
해 정이의 리(理) 개념을 도입했다. 또 우주의 운행 모습과 만물의 재료 등
73) 피터 볼, 심의용 역, 『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 759쪽.
74)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6쪽.
75) 피터 볼, 심의용 역, 『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 7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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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해 내기 위해 장재의 기(氣) 개념도 받아들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후대인(後代人)의 관점으로 남송
당시를 박제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대부들의 다양한 학문적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주학 혹
은 주자학 범주보다는 그 보다 넓은 범위의 도학 공동체의 활동이다.
서원교육의 시작은 당시 도학자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이 깊다. 영
종(寧宗, 1195-1224) 초기에 도학자들의 서원운동은 경원당금(慶元黨禁)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박해를 겪게 된다. 경원당금은 재상 유정(留正), 조여우
(趙汝愚)와 한탁주(韓侂冑)의 정권 싸움에서 시작하여, 많은 도학자들이 체
포되었던 사건이다. 경원2년에 한탁주는 정권을 잡으면서 도학을 위학(僞
學)으로 간주하여 금지했고, ‘위학’을 하지 않는 사람만이 관리로 임용시켰
다. 특히, 위학의 무리[黨]를 공포하였는데, 그 명단에 주희·진부량·여조겸·
여조검·섭적·양간·채원정 등의 도학자들이 포함되어있었고, 그들의 저작도
금지되었다. 또한 도학의 근거지인 서원도 냉대를 받았다.
도학자들은 외부의 압박과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도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매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학과 서원교육이 긴밀하게 융합하게 된
다.76) 도학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학이 진정한 학문의 길임을 서원교
육 속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자신들만의 독특한 학풍을 형성해 나
가기 시작한다. 이는 남송 도학이 획일화·정형화된 학문이 아니라 도학 내
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서원이 바
로 도학자들의 학풍이 개진되는 터전이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희가 작고한 지 2년 후인 가태(嘉泰) 2년(1202)부터 정세가 변
화하여 경원당금령이 해제되고 가정(嘉定) 2년(1209)에 주희의 시호도 문
공(文公)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터 통치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원이
활발하게 설립되어 도학자들의 학문이 자신만의 학풍으로 형성되어 간
다.77) 따라서 도학자들 각각의 학문적 이상이나 그들이 강조했던 개념 등
76)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63쪽.
77) 등홍파에 따르면, 도학자들이 정부의 호응과 적극적인 지원을 얻게 되어 서원을 중심으로 강학활
동을 펼침으로써 남송의 서원은 이종과 도종 두 황제의 재위 50년간, 매년 평균 2.46곳이 설립되
었고, 도합 123곳의 서원이 재건되었으며, 구체적인 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서원은 전체의
49.7%이다.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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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고, 서원교육과 서원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남송 서원 설립시기 대표적인 도학자라고 할
수 있는 장식, 여조겸, 육구연, 주희 등이 활동했던 서원과 그들의 학문적
정체성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사대부와 서원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논의하도록 한다.
1) 장식(張栻)
장식(張栻, 1133-1180)은 벽천서원(碧泉書院)에서 공부하고, 성남서원(城
南書院)을 창건하였고, 악록서원(岳麓書院)에서 강학활동을 하는 등, 도학
공동체에서도 중심적인 영향력을 지녔던 사대부였다. 그는 유학자로서 이
단의 학설이었던 불교와 도교의 영향에 대한 유학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세우고자 노력했고, 인(仁)을 사랑의 원리[愛之理]로
파악하여 인간의 도덕성이 인간을 특징짓는 근거임을 주장함으로써 주희가
주자학을 형성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장식은 호상학
파의 선구자 호굉(胡宏)의 영향을 받아 중화설(中和說)을 특징으로 하는 학
문적 정체성을 보였다. 이하에서는 장식이 주로 강학활동을 펼쳤던 악록서
원을 살펴보고, 장식이 보였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악록서원은 오대(五代) 때(958년 전후) 승려 지선(智璿)이 처음으로 배
우는 장소로 시작된 이래 북송(北宋) 담주 태수 주동(周洞)이 확장하여 서
원으로 만들고, 그 뒤 1001년 담주 태수 이윤칙(李允則)이 진종(眞宗)에게
청하여 많은 책을 하사 받았다. 1015년 악록서원 원장이던 주식(周式)의 덕
행이 널리 알려지자 진종은 그에게 국자감주부(國子監主簿)의 자리를 내렸
으나 서원에 남을 것을 청해 그 이후로 악록서원(岳麓書院)이라 사액하였
고 북송의 4대 서원으로 명성을 떨쳤다.
이후 악록서원은 남송에 이르러 호굉으로부터 시작된 호상학파(湖湘學
派)의 장식(張栻)이 원장으로 취임하여 평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학
활동을 하였다. 주희는 장식의 사후 1194년 형호남로전운사지담주(荊湖南
路轉運使知潭州)의 벼슬을 받아 그곳에서 강학을 하였다. 이후 진덕수(眞德
秀) 위료옹(魏了翁) 등이 담주 지사로 와 강학을 통해 주자학을 전했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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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량(陳傅良)은 자신의 사공학(事功學)을 강학하기도 하였다.78) 악록서원
문 정면에는 ‘명산단석(名山壇席)’이라는 편액이 걸려있고, 양기둥에는 “납
우대록(納于大麓), 장지명산(藏之名山)”이라는 대련이 걸려있다. 그리고 이
문 뒤쪽에는 ‘소상괴시(瀟湘槐市)’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소상’은 호남땅을
가리키고, ‘괴시’는 한나라 때 독서인들이 모이던 장소이고 보면, 악록서원
은 곧 호남지방 학자와 선비들이 모였던 장소임을 알 수 있고 장식의 근거
지를 중심으로 호상학파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호상학파는 장식 사후에 학통을 계승할 후학의 부재로 쇠락
을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대의 호남은 여조
겸의 근거지였던 절강(浙江)과 주희의 근거지였던 복건(福建)에 비해 낙후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와 경제가 비교적 발달되지 않은 지방이었다. 여
조겸의 여택서원은 문화적으로 중심지에 있었고 수도의 지식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악록서원은 이러한 이점이 없었기 때
문에 장식이 없게 되자 호상학파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던 것이
다.79) 이러한 이유 외에도 호상학파의 쇠락 원인은 장식의 사상이 가진 복
잡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식의 사상은 주희의 사상과 대동소이하고80) 도학을 추구하는 사대부
로서의 지향점은 같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차이를 보인 강조점 등으로 인
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고, 실제로 주희는 악록서원에 머물면서 상
강(湘江)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던 성남서원을 오가며 이른바 ‘주장회
강(朱張會講)’을 하였다. 따라서 장식이 강조했던 사상적 특징을 살펴봄으
로써 학문적 정체성을 밝혀낼 수 있다.
주희의 관심사는 유가 내부, 그리고 더 나아가 도학 공동체 내에서의
분파를 구분해내는 것이었다면, 장식은 호상학파의 영향으로 유가 내외를
경계 짓는 것, 특히 불교 비판을 중시하였고81) 특히 호상(湖湘)지역 학자들
의 특징을 이어받아 과거시험의 이익과 관록(官祿)만을 위하는 경향에 강
78)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공公과 사私, 그리고 수기치인修己治人: ‘정의’와 ‘도
덕’ 담론과 관련해서」(서울: 예문 동양사상연구원, 1998). 172-174쪽.
79)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72쪽.
80)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182쪽.
81)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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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대하였다.82) 장식의 학문적 정체성은 그의 사상에서 특히 강조되는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고 이는 그가 표방한 서원교육으로 직결된
다.
첫째, 장식의 사상에서 특징적인 면은 실천을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그
는 유학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져야 한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우리 도당[吾儒]’과 여러 이단의 학설을 좇
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83) 장식은 호굉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84), 교육을 부흥시키고 인민들을 계몽하려는 목적으로 지방학
교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러한 점은 그가 교육 사업을 통해
유가 도덕의 수호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음을 짐작케 한다. 그는 천리를
추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상생활에서 천리를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
였고 그것이 서원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둘째, 장식은 인(仁)을 사랑의 원리[愛之理]로 보아, 절대적 성선(性善)
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사랑 자체가 인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인이라
는 의미로, 사랑은 사덕(四德)으로서의 인이 마음[心]의 주재를 통해 발현
된 것이므로 그 자체는 불인(不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랑은 정이고 인
은 성이라는 것이다. 「인설(仁說)」에서 장식은 정이가 ‘인’을 사랑의 원리
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여 한유(韓愈, 768-824)가 ‘인’이 곧 사랑이라고 했던
견해에 반대했다. 장식은 인의 의미에 대해 부단히 연구했는데, 인을 이루
기 위해서 극기(克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겼다. 장식에 따르면, 자
신의 사심이 극복되고 나면 확 트인 공평한 마음이 이루어지고 본성에 근
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사랑의 원리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나오게
된다. 장식은 ‘극기’의 의미를 악한 본성을 지닌 자아가 욕망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인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성(性)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의 의미로 이해하고 이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수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
겼고, 인을 행하면서 극기를 이루어가는 것이 곧 도(道)라고 생각했다.
82)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79쪽.
83)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57쪽.
84) 진래, 안재호 역,『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1997).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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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악록서원에서 강학과 전도(傳道)로써 과거 제도의 해독을 해
소하려했는데, 이는 도학자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도한 것이었다.
그의 방법은 성(性)과 명(命)을 구분하여 인(仁)을 구하고 살피는 것, 의
(義)와 리(利)를 변별하는 것 등이었다. 그에 따르면, 천리와 인욕은 같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기질이 다를 뿐으로 조금의 차이만 있어도 하늘과
땅의 차이만한 잘못이 생겨나므로 이것이 인을 구하기 어려운 까닭이고,
따라서 반드시 학문을 귀하게 여겨 그 종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학문의 종지란, 친척 형제를 섬기듯 사물에 응대하여 일을 처리하고 이를
확충시켜 인에 도달하는 것이다.85)
맹자는 사단(四端)이 본연적 선성이고 사단에 따라 전개되는 사덕(四德)
이 본성의 표현이라 주장함으로써 사덕보다 사단을 더 중심주제로 삼았다.
그런데 장식은 당시 유가의 도덕·윤리 권위에 대한 불교도의 도전에 직면
했을 때, 맹자의 학설보다 더 이론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아 맹자와는
다르게 심과 성을 구분하여, 사덕이 성이고 사단은 심이라 주장하였다. 그
는 가정과 사회관계의 근본이 되는 ‘사덕’을 맹자보다 더 강조함으로써86)
유가의 기본인 가정·사회 윤리가 인간의 삶과 국가 생존의 근본이라 굳게
믿었다. 물론 이것은 송대 성리학 이전의 유학이 가정과 사회 윤리와 동떨
어져 있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분명 유가의 핵심적인 종지라
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장식은 불교와 도교의 도전에 대해 체계적인
원리로서의 인 개념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것이고 이것이 서원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여겼던 것이다.
맹자의 입장이 인간을 선의 단서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은 널리 알
려져 있거니와, 장식은 『중용』의 “하늘이 명한 바가 본성이다[天命之謂
性]”라는 말에 근거하여 본성의 연원이 천명(天命)에 있다고 생각하여, 성
이 절대 지선한 것이라는 이른바 절대적 성선설을 굳게 믿었다. 그는 선하
지 않음[不善]이란 기를 품수 받은 것에서 온다고 주장하여, 본성의 바름을
잃게 되는 것은 기가 유혹에 섞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본성의 탓은 아
니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장식은 본원으로 돌아가 기질을 변화시킬 것을
85)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80쪽.
86)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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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이정의 영향 하에 의·리(義·利)를 엄격히 구분하여
그것이 곧 천리·인욕의 구분이므로 도를 따르고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수신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식은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성을 기르고, 이후 감정이 발현되었을 때를 잘 살피며, 선한 행위는 확
충·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억제시키는 공부 방법을 강조했다. 그는
도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 공명에 대한 욕망을 천리·의리와 변별
하기,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기, 감정이 일어나기 전의 본성을 기르기,
감정이 일어난 다음의 마음을 관찰하기 등을 서원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
다.87)
셋째, 장식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심의 보존에만 그치는 것으로서의
격물을 경계한 격물설을 주장했다. 천리를 따르고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장식은 자신의 양지(良知)에 따
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일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자신의 양지에
따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이러한 입장은 육구연의 심학으로부터
명대 양명학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고 선불교(禪佛敎)에서 말하는 작용
시성(作用是性)에 함축되어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장식은 그러한 입장은
매우 주관적이며 공부가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사사로운 의견을 원리
로 여기게 된다면 윤리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장식이 서원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격물(格物)의 수
양 공부는 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그렇게 될
때에야 주관적 윤리가 난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겼다. 격물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선불교의 주관적 수양 공부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
서, 장식은 격물이 외부의 다양한 리에 대해 알아가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장식은 외적인 수양으로서의 격물 외에도 내적인
수양으로서의 거경(居敬)도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88) 거
경은 격물할 때의 마음가짐 혹은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장식은 중화설(中和說)을 바탕으로 ‘선찰식후함양(先察識後涵養)’
87)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80쪽.
88)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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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양공부를 강조했다. 중화(中和)의 의미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당한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 ‘조화를
이루되 동화되지 않는 것’ 등으로써, 『논어』,『중용』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89) 『논어』에서 공자는 일상생활과 행위에서 유리가 마땅히 견지
해야 할 원칙이나 태도 등으로 설명하였다. 『중용』에서는 희노애락(喜怒
哀樂) 등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 그리고 미발 이발 등의 개념을 동원
하여 ‘중’과 ‘화’를 해석한다. 그런데 중화의 의미는 당대를 거쳐 송대로 오
면서 점차 심성의 문제로 발전해 나간다.90) 특히 정이는 중화가 인간의 감
정과 욕구의 미발·이발의 상태를 포괄하는 마음[心]의 형이상적 작용이라
고 해석하였다.91) 나아가 중화는 찰식(察識)과 함양(涵養)이라는 공부 방법
과 연결되어 성리학자들의 심성론과 공부론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호굉
등의 호상학파의 주요 논의 쟁점이 되었다.92)
장식은 이를 이어받아 ‘선찰식설(先察識說)’, 즉 ‘먼저 마음의 단초를 잘
살펴 알아야 한다[先察識端倪]’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는 양심의 발현, 즉
측은·수오·사양·시비지심[四端]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장식은 ‘성은 미
발(未發)이고 심은 이발(已發)이다’는 호굉의 명제에 근거하여 성(性)인 사
덕(四德)보다 심(心)인 사단(四端)에 공부의 중점을 둠으로써 이발의 심을
우선 확충하고 그 다음에 조존(操存)하는 것을 강조했다.93) 이는 마음의
89)『논어』선진편(先進篇)에서의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過猶不及]”이라든지, 요왈편(堯曰篇)의
“진실로 그 중을 잡는다.[允執其中]”, 학이편(學而篇)의 “예의 운용에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
요하다.[禮之用, 和爲貴]” 등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용』에서는 이에 대한 공자의 언술
을 인용하고 있고 『중용』수장에서 제시한 중화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90) 당의 공영달(孔穎達, 574-648)은 『예기정의(禮記正義)』에서 다음과 같이 중화를 설명한다.
“희노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는 말은, 희노애락이란 어떤 일을 따라 생
겨나는데,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여 어떤 사유작용도 없지만 이
치에 합당한 상태이므로 중이라고 한다. 발동하여 모두 법도에 들어맞는 상태를 화라고 한다는 말
은, 고요하게 있을 수 없어서 희노애락의 감정이 비록 다시 움직이지만, 발동할 때마다 모두 법도
에 들어맞는 것이 마치 소금과 매실 맛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룬 것처럼 성정이 화해를 이루기 때
문에 화라고 한다.[喜怒哀樂之末發謂之中者, 言喜怒哀樂綠事而生, 末發之時, 澹然虛靜, 心無所慮,
而當於理, 故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者, 不能寂靜而有喜怒哀樂之情雖復動, 發皆中節限, 猶如監悔
相得, 性情和藷, 故云謂之和]”
91)『二程集』, 『河南程氏文集』 卷9, 「與呂大臨論中書」: “心一也, 有指體而言者(原註: 寂然不動是
也.), 有指用而言者(原註: 感而遂通天下之故是也.)”
92) 소현성, 「장식의 중화설」, 동양철학, 제22집, 2004. 120-121쪽.
93)『張栻全集·南幹集』, 卷11, 「擴齋記」: “擴之之道, 其惟窮理而居敬乎! 理明則有以精其知, 敬立則
有以宅其知. 從事於斯, 涵泳不捨, 則其胞中將益開裕和樂, 而所得日新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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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이 생활경험들로 발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부를 의미하며94),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는 장식 자신의 입장
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95) 장식은 일상에서 양심의 싹틈을 잘 살피
고 구분하여 이를 확충하고 발양하는 공부[下學而上達]를 강조했던 것이다.
2) 여조겸(呂祖謙)
여조겸(呂祖謙, 1137-1181)은 도학 공동체 간의 조화와 포용을 중요하
게 여겼던 사대부였다.96) 그는 명망 있는 가문의 지위와 폭넓은 학문의 섭
렵을 바탕으로 출중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로, 학문적으로나 도
학자들 간의 교류에 있어서 주자학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조
겸은 무주(婺州,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금화[金華])를 근거지로 하여 금화
서원(金華書院)·여택서원(麗澤書院)를 중심으로 학문 활동을 했고, 주희가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를 작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하에서는
여조겸의 가학(家學)과 학문적 이력(履歷)을 살펴보아 그의 학문적 특성을
논의하고, 그의 학문적 방법 및 강조점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서원교육론을
정리하도록 한다.
여조겸의 학문적 특성과 그의 서원교육론을 이해하기 위해 여조겸이라
는 인물을 그가 속한 여씨 문중의 역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으로써 여조겸의 서원 활동과 도학자이자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조겸은 송대의 유력한 사대부 가문에서 출생하였다.
여씨 문중(門衆)은 한대(漢代)에 산동 동래지방의 영주를 비롯하여 많은 관
료들을 배출하였다. 북송대에 이르러 가문의 정치력 영향력은 절정에 이르
94) 소현성, 「장식의 중화설」, 동양철학, 제22집, 2004. 124쪽.
95) 악록서원의 강당에는 세 개의 편액이 걸려있는데, 맨 앞의 것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이고, 이어
‘학달성천(學達性天)’과 ‘도남정맥(道南正脈)’ 순으로 걸려있어 장식의 사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도남’이란 말은 정이가 자신의 제자인 양시가 공부를 마친 뒤 고향인 남쪽으로 돌아가
게 되자 “나의 도가 남쪽으로 가는구나[吾道南矣].”라고 한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도
남학’이라는 말이 유래했다. 정이의 또 한 명의 제자인 사량좌는 스승의 학을 호남 형산(衡山)에
있던 호안국에게 전하며, 이는 다시 그의 아들 호굉을 거쳐 장식에게 이른다. 이것이 곧 호상학파
이다.
96) 진래, 안재호 역,『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1997).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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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고 여몽정(呂蒙正)․여이간(呂夷簡)․여공저(呂公著)는 황제를 모시는 최
고위 재상이었다. 또한 여조겸의 증백조인 여호문(呂好問)은 여진이 북방을
정복한 후, 고종을 보좌하여 남송을 건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여씨 가문은 남송으로 오면서 북쪽으로부터 가져온 방대한 서적을 가져
왔는데, 여조겸은 금화(金華)97)에 학문적 근거지를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
다. 여조겸은 모친상 이후 금화 주변에 있는 명초산의 모친 묘지 부근에
정사(精舍) 한 채를 건립했고(1166), 그 곳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98) 근처
에 다시 한천정사(寒泉精舍)를 세우기도 했다. 얼마 후 여조겸은 소장 서적
을 기반으로 하여 금화 성내에 여택서원을 건립(1170)하고 동생 여조검(呂
祖儉)과 함께 강학활동을 했다.99) 도학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원활하
게 되도록 했던 여조겸의 포용력, 그리고 그의 방대한 공부양은 그가 유력
한 유학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점, 매우 많은 양의 서적을 보
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과 무관하지 않다.100) 여택서원은 여조겸의 명성과
왕래가 편리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동시에 그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원인이 되었고 여조겸은 서원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
들을 배출하게 된다.
여조겸의 사대부적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여씨 가학의 특징
은 개방성이다. 특히 그들은 다양한 학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여러 학설
을 두루 포섭했다는 점에서 개방적이었다. 여씨 집안에서 가장 주요했던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북송의 여희철(呂希哲)은 구양수(歐陽脩)의 제자인
초천지(焦千之)에게 교육을 받았으며 호원(胡媛)과 손복(孫復)에게도 교육
을 받음으로써 학술적 기초를, 유학부흥운동을 주도한 북송 제1세대 유자
들의 학설에 두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왕안석과 같은 제2세대 학자
들에게서도 교육을 받았고 도학의 부흥에도 관심이 있어 소옹(邵雍)·이정
(二程)과도 매우 친밀하게 교유관계를 맺었다. 여희철101)의 손자인 북송 말
97) 금화는 절강성(浙江省) 중부(中部)의 도시(都市)로, 금화현의 현 정부(政府) 소재지(所在地)이고
항주의 남서(南西) 약 110km, 전당강의 지류(支流)인 금화강의 북쪽 기슭에 위치(位置)한다.
98) 주희와 여조겸 등 남송 도학자들은 지방에서 지역 공동체를 건립하는 일, 특히 지식인들의 집단
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서원과 정사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터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다. Hoyt C. Tillman, 『주희의 사유세계』, 김병환 옮김, 교육과학사, 2010. 139쪽 참조.
99)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05쪽.
100)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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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여본중(呂本中)도 사마광의 제자였던 유안세(劉安世, 1048-1125)·양시
(楊時, 1053-1135)·진환(陳環, 1057-1122)·왕빈(王蘋, 1082-1153) 등 유명한
선비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여조겸은 여본중의 제자인 임지기(林之
奇, 1112-1176)로부터 교육받으면서 이러한 학술적 다양성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 또한 여조겸은 이정의 학설과 호씨 가문의 사학(史學)·경학(經學)
을 결합한 호헌(胡憲), 양시와 장구성의 제자였던 왕응진(汪應辰)에게서도
교육을 받았다.102) 이 같은 전통은 여조겸의 학문적 경향이나 특성을 강하
게 시사한다. 더욱이 소옹과 이정, 사마광, 양시, 장구성 등의 이름만으로도
여조겸이 도학, 즉 성인의 도를 추구한다는 모토와 이단의 학설을 뿌리치
려는 강력한 사명감으로 단단히 결집된 유학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여택서원이 산술적으로 다양한 학생 분포
를 보였을 뿐 아니라 여조겸의 개방적인 학풍이 서원교육을 통해 전수되었
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여씨 가학은 사실 폭넓은 수용력을 바탕으로 불교마저도 포용하는 특징
을 보이기도 했다. 여희철은 만년에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와 유가의 조
화를 주장하기도 했고 여본중은 선종에 깊이 심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
조겸은 이러한 가학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조겸은 불교가 유학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배척되어야 할 이단으로 규정했던 도학 공동체의 생각
과 궤를 같이 했다. 어쨌든 여조겸은 조화를 좋아하고 다툼을 싫어하는 학
문적 경향을 보였고 도를 명쾌하게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의견에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여조겸이 동시대 도학자들
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은 이러한 점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여조겸은 성품상으로도 개방적이었고, 겸손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겸손하면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 마음이 흥분되지 않으면 평정하고, 평정
하면 지극히 공정한 대동의 원리가 저절로 나타난다.”103)라고 말했다. 또
“평정하고 소박하고 실질적일 것”104), “넓고 크고 순수하고 공평할 것”105),
101) 쓰치다 겐지로, 성현창 역,『북송도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6). 176쪽.
102)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06쪽.
103)『呂東萊文集』, 卷20, 「雜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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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표정은 항상 너그러워야 한다. 막아서 좁게 하지 말라”106) 이는 모두
여조겸의 학문적 성격을 보여준다.
여조겸이 도학자로서, 여택서원에서 강학활동을 하는 지식인으로서 지
녔던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그는 관직에 나가고자 하는 과거 시험 응시에
비교적 권장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가 금화에서 강학할 때 각 지
역에서 모여든 많은 학생들은 사실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물론 여조겸은 ‘도’와 전통
문화에 대한 유학자로서의 근본적인 소명을 지니고 있었고, 학생들이 도덕
적·철학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에 진력을 다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조겸은 철학적 문제들 하나하나에 세부적 관심을 갖
고 그 탐구에 매진했던 주희나 여타 도학자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문제, 역
사적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고 사회에 참여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에
서 과거 시험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러한 면은 여택
서원의 교육이 과거시험의 과목을 다루어 중앙 조정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
련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여조겸 본인은 실제로 1163년 진사과에
합격하여 다른 도학자들보다 신속하게 입정(入廷)하였고 박학굉사과(博學
宏詞科)107)를 통과하여 조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기
도 했지만, 단지 그러한 점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그는 유학적 비전을 지닌
지식인들의 역동적인 참여가 세상의 풍속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
다고 보았다. 여조겸의 방대한 저작 중 그가 태학박사로 재임할 동안 수업
을 위해 준비했던 『동래박의(東萊博議)』는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표
준 수험서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책의 목적이 도를 추구하는 윤리적 원리
와 역사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있었음은 물론이었고 단어와 구절에만 집착
하여 시험자체만을 위한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학자로서의 태도를
여조겸이 보였던 점은 분명하다.
여조겸은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간 조화를
104)『呂東萊文集』, 卷3, 「與朱侍講」, “平正樸實.”
105)『呂東萊文集』, 卷4, “弘大平粹.”
106)『呂東萊文集』, 卷20, 「雜說」.
107) 박학굉사과는 송대 300년 동안 34명만이 합격했던 시험으로, 엄청난 양의 독서가 뒷받침되어
야 하는 시험이었고 그 범위는 문학·역사·역대 제도 등에 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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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였고 학자로써 절충적인 색채가 강한 정체성을 보였다.108) 여조겸의
학문적 특징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는 당시 많은
사대부들과는 다르게 덕치뿐만이 아니라 법치도 강조했다. 그는 법치라고
할 때 한비(韓非)의 법을 생각하지만 사실 유가에서의 법에는 인의의 기운
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법이란 인간의 정
감과 사물의 원리가 머무르는 것이었고 인(仁)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다.109) 이러한 점은 여조겸이 유가의 전통에서 동떨어진 인
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기실 한비자의 법은 춘
추 전기 주초(周初)정(政)⋅경(經)⋅법(法)⋅병(兵) 사상을 되살려 이후 전
국시대 법가와 병가에게 사상적 영향을 주었던 관중(管仲)으로 영향을 받
은 것이기 때문이다.110) 여조겸은 법치를 말할 때 국가의 이익이라는 공과
집안의 이익이라는 사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울러
문무(文武)가 균형 있게 겸비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동래박의』에서
위나라 의공(懿公, B.C. 668-660)이 학들을 좋아하여 나라를 빼앗겨 버린
역사를 제시하며 사대부들의 문무 균형을 강조하였다. 여씨 집안이 외세와
의 분쟁 범위였던 북방에서 왔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은 무인(武人)으로서
의 면모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조겸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사
대부들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유가적 현
실참여 정신은 그의 서원교육에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실현되는 초석이
되었다.
둘째, 여조겸은 역사를 중요하게 여겨 서원교육을 통해 가르쳤다. 그는
역사를 통해 실제적인 교훈들을 얻고 시대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도덕적 교훈만을 얻는 것에 한정되지 않
고 역사의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여겼다. 제환공(B.C. 684-642
재위)가 존왕양이(尊王攘夷)를 표방하여 춘추오패의 패권을 장악하고서 현
실에 안주하여 나태해 짐으로써 쇠퇴해졌던 사례를 들어 역사의 흥망성쇠
를 분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11) 여조겸은 사학자의 시각으로
108)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58쪽.
109)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20쪽.
110) 김충열,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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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경전을 읽어야 함을 주장했고 사마천(司馬遷, B.C. 145-90)의『사기
(史記)』를 바탕으로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내용들을
바로잡기도 했다.
셋째, 여조겸은 본성[性]과 마음[心]의 구별에 대해 논의했다.112) 그는,
마음은 주재로서 황제에 해당하고 성은 본연으로서 천에 해당하며113) 공부
는 마음 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마음을 다 발휘하는 자는 본
성을 안다”114)라는 『맹자』의 구절을 인용했다. 여조겸에게 있어 마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마음의 체(體)는 정해진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며, 천지와 같아야 한다는 의미였다.115) 여조겸
은 맹자가 말한 본심(本心)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116) 본심 개념을
리(理) 개념과 연결시킨다. 본심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
든 사물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
여한 것이다. 천리를 지키는 일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117)하면서, 여조겸은 격물(格物)에 근거한 자기반성의 중요성을
피력했고 자연스럽게 맹자의 성선 입장을 따랐다. 이는 선진(先秦) 유학의
주제들을 철학적 개념 체계로 정립하려고 했던 송대 유학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도학자들처럼 인(仁)을 사덕과 모든 도덕 행위의 근간, 즉 리
(理)로 파악했다. 그는 인이 곧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이치[愛之理]임을 강
조함으로써 성(性)이 발현하여 정(情)으로써 이발(已發)된 사랑자체가 성이
될 수는 없다는 장식, 주희의 입장에 동의했다. 여조겸은 인을 구하는 관건
이 ‘경에 거함[居敬]’과 ‘성됨을 유지함[存誠]’이라 파악하였는데 그 차이점
은 없다하여 차별을 두지 않았다.118) 이에 대한 강조는 도학자들이 주도했
던 서원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111)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23-124쪽.
112)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58쪽.
113)『呂東萊文集』, 卷29,「雜說」.
114) 『孟子』, 「盡心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115)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58쪽.
116)『呂東萊文集』, 卷29,「雜說」.
117)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58쪽.
118)『呂東萊文集』, 卷17,「雜說」,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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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여조겸의 실(實)의 사상이다. 그가 말하는 실이란 대체로 허위에
대한 진실성·공상적인 것에 대한 현실성·관념적인 것에 대한 사실성·세상
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의 반대로서의 실용성 등의 의미였다.119) 특히,
「대학책문」에서는 ‘실질적인 리[實理]’에 대해 강변했다. 실질적인 인재
[實材]를 기르고 실질적인 쓸모[實用]을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면서, 그는 내용 없는 말을 배척했다. ‘실’을 강조한 여조겸은 현실의
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그는 과거를
위한 공부를 가르치면서 젊은 학도와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가운
데 바탕이 좋은 사람을 가려서 지도하여 ‘자기를 이루고 남을 이루어 주는’
진정한 교육으로 인도하고자 했다.120)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도구로는 일
을 할 수 없다. 배웠는데 쓸 곳이 없다면 학문은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인
가.”121)라는 여조겸의 말은 이를 잘 보여주며 여조겸 사후에 무주에서 사
공학파(事功學派)가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122)
다섯째, 여조겸은 지양(指養)과 찰식(察識)의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하는
수양공부를 되풀이해서 강조했다.123) 그는 비록 장식이나 주희처럼 수양공
부의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격의 내적 함양과 실천적 행동의 양면 공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敬)과 치지(致知)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치지란 감각활동, 언어활동, 일상의 먹고 마시고 쉬는
활동, 부자·부부 등의 인간관계 등 제반 인간의 활동과 관계 속에서 ‘그렇
게 되는 근거[所以然]’, 즉 리(理)를 찾아서 살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그리고 소이연을 알게 되면 곧 경(敬)으로써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124)
여조겸은 치지(致知)와 거경(居敬)의 병진(竝進), 치지(致知)와 역행(力
行)의 병진을 주장함으로써 내적인 공부[內聖]와 외적인 공부[外王]의 조화
119)『呂東萊文集』, 卷3, 「與朱侍講序」; 卷6, 「陳同甫恕齋銘」; 卷2, 「大學策問」 등 참조.
120)『呂東萊文集』, 卷3, 「與朱侍講」.
121)『呂東萊文集』, 卷2, 「雜說」, “百工治器, 必貴于有用, 而不可用工, 費爲也. 學而無所用, 學將何
爲也.”
122)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61쪽.
123)『呂東萊文集』, 卷5,「答瀋叔度」 및 「與學者及諸弟」.
124)『呂東萊文集』, 卷16,「禮記說」.

- 68 -

를 강조했다. 인식의 완성과 부단한 실천은 상호 발동하는 것으로, 공부란
애초부터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25) 그는 치지와 역행을 별개의 두
가지 일로 여기지 않고, 실천은 또한 인식을 완성시키는 기반이라고 보았
다.126)
여조겸은 다방면의 독서를 통해 풍부한 학식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향으로의 수양공부를 강조했다. 그는 학술적으로는 어
느 특정한 방면에 치우진 공부를 경계하고 균형을 추구하였고 인간적으로
는 학술 공동체 간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원교육 문화를 창
달했다. 그가 강서의 아호사에서 독서와 수양공부에 대한 주희와 육구연의
사상적 차이를 중재하기 위해 만남을 주선하고 조정역할을 했던 노력은 이
를 잘 보여준다.
3) 육구연(陸九淵)
육구연(陸九淵, 1139-1193)은 주희가 추구해 나갔던 학문 체계를 반박
했던 논적(論敵)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인물이다. 마음[心] 자체를 리(理), 즉
성(性)으로는 보지 않았던 주희와는 달리, 육구연은 마음 자체를 성으로 파
악하여, 마음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유학의 정통이라고 하는 이른바 심학
(心學) 계열을 형성해 나갔다.127)
여조겸이 여택서원, 장식이 악록서원, 주희가 백록동서원에서 주로 강학
활동을 했던 것처럼 육구연도 강학활동의 기반을 정했는데, 49세에 응천산
(應天山)에 지었던 상산정사(象山精舍)128)가 그것이다. 또한 육구연의 사후
125)『呂東萊文集』, 卷4, 「與朱侍講」.
126)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60쪽.
127) 육구연의 제자였던 원보는 『상산서원기(象山書院記)』를 지어, “서원을 세우는 것은, 도를 밝
히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전의 장구에 얽매이는 것”, “경전 중의 공허한 주장에 빠
지는” 폐단을 지적하였고, 상산서원에서는 “이치를 마음의 깨달음에 융합시키고, 한결같은 마음으
로 일관하고”, “실천하고 몸소 행하여, 묵묵히 알게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육구연의 “본심
을 발견하게 하는 학문”을 확장시키는데 있었다.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
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84쪽 참조.
128) 청나라의 학자인 전조망(全祖望)은 남송시대의 4대 서원을 주희의 백록동서원, 장식의 악록서
원, 여조겸의 여택서원과 함께 육구연의 상산서원을 꼽고 있다. 육구연이 스스로 지었던 명칭은
‘상산정사’였고 ‘상산서원’이라는 명칭은 육구연 사후에 붙여진 이름이므로 상산정사로 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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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학파는 산꼭대기에 학당을 짓고 굳게 지키던 관습에서 벗어나, 강서
성을 기반으로 하여 융흥부(隆興府, 지금의 강서 남창)성 동쪽에 동호서원
(東湖書院)을 창건함으로써(1211) 육학(陸學)이 영향력 있는 학파로 자리매
김해 나가게 된다. 이하에서는 육구연이 자신의 학문을 형성했던 과정과
배경 등을 분석하고, 그의 학문적 특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육구연의 근거지였던 무주(撫州)는 왕안석(王安石)의 고향이었으나 육구
연 이전에 도학은 그 곳에서 가장자리였기 때문에 육구연의 강학 대상에는
문사들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지역 출신들
이 많았다.129) 무주는 산간 지역으로, 도적떼와 금인(金人)들의 군사적 침
략에 맞서야 했으므로 육씨 가문은 자연스럽게 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
고 산세와 신하의 교통을 이용하여 약초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러한 기반
하에 육구연은 가족을 중심으로 삼는 강한 유학적 가풍에서 학문적 활동을
해나갔고 주희처럼 가족과 국가 사이의 지방조직을 구성하는 일에 크게 관
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육구연의 심학이 하나의 학파로 형성되어,
주자학과는 많은 부분에서 대립하는 측면으로 다소 배타적인 면모를 갖추
게 된 점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의 서원 교육도 지리적·문화적 배경 하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육구연은 관직생활이나 과거시험과는 거리가 있었고 강학활동으로 대부
분을 보냈다. 따라서 그는 서원교육이 과거시험의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다. 정사라는 말은 《관자(管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후한서(後漢書)》에는 《논어(論
語)》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인 포함(包咸)이 가르침을 펴기 위하여 정사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의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정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사라
는 말의 본래 의미는 ‘유학자가 제자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가르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 그것은 도교도(道敎徒)들이 그 말을 도교 특유의 수련을 쌓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4세기에 이르러서는 불교도들이, 정사라는 말은 ‘조용히 은거하여 수도에 정진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인 비하라(vihara)의 번역어로 사용했다. 결국 정사는 유학자들에 의해 사용되
다가 도교 및 불교도들도 사용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유교적 맥락에서 멀어져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학자들은 서원을 가리키는 말로 정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불교도나 도교도
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차츰 서원은 유학자들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원에는 서원의 공식적인 우두머리가 있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조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정사는 정사를 세운 학자 본인과 사실상 동일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후
에 남송의 주희에 따르면 정사는 본래 학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장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장려와 공적 또는 사적인 기부에 힘입어 서원이
되었다. 진영첩, 『진영첩의 주자 강의』, 표정훈 옮김, (서울: 푸른 역사, 2001). 245-254쪽.
129)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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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그가 도학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24세에 추시(秋試)에 합
격하고도 부친의 상(喪)을 당하여 이듬해에 있는 성시(省試)를 치르지 못하
였고 34세(1172)에 성시(省試)에 합격한 이후 강학활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세 번으로 나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성시에 합격한 후 임안(臨安)에 머물며 연시(延試)를 준
비하고 있던 시기의 강학활동이다. 육구연이 34세에 남궁(南宮)에서 치르는
성시에 응시했을 때 당시 시험관이었던 여조겸은 답안지를 채점하다가 주
역에 대해 논한 『易卷』과 천지의 성(性) 가운데 사람이 어째서 귀한가를
논한 『論卷』을 보고 “이 시험답안은 일반적인 학문하는 자를 뛰어넘는
것이니, 반드시 강서(江西)지역 육자정의 문장일 것이다.”130)라고 말하여
육구연의 답안지임을 알아보았고,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임안에 머물며 연시(延試)를 준비하고 있는 그를 찾아왔다. 이 시기에는 주
희와 육구연 사이에 격렬하게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아호사(鵝湖寺: 江西
省 鉛山縣)’ 모임(1175)이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육구연이 연시대책(延試對策)을 치르고 동진사출신(同
進士出身)을 제수 받은 후 임안을 떠나 고향인 무주(撫州) 금계(金谿)에 와
서 집안 동편에 있는 괴당(槐堂)을 존재(存齋)라 이름하고 활동했던 시기이
다. 여기에서 육구연은 44세(1183)의 나이에 국자학정(國子學正)을 제수 받
고 관직생활에 나아가기 전까지 강학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는 『논어(論
語)』의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장의 종지를 밝힌, 이른바 ‘의리지변(義理
之辯)’의 강연(1181)이 있었던 시기로, 주희는 그 연설문을 백록동서원의
석비에 새긴바 있다. 육구연은 관직을 얻기 위해 과거 시험에 참가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군자인가 소인인가는 과거 시험의 결과의 결정되는 것이 아
니며, 과거에만 몰두하여 경전의 교훈을 소홀히 한 사람은 학문이 갖추어
지고 관운이 형통하여도 백성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인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131)
130)『陸九淵集』, 卷36, 487쪽 “伯恭遽以內難出院, 乃囑尤公曰: 此卷超絶有學問者, 必是江西陸子靜
之文, 此人斷不可失也.”
131)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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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구연의 세 번째 강학활동 시기는 순희(淳熙) 14년(1186) 주관태주(主
管台州)132) 숭도관(崇道觀)이라는 사록관(祠祿官)을 제수 받고 고향인 금계
(金谿)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어, 이듬해 응천산(應天山)에 올라 상산정사(象
山精舍)를 짓고 강학활동을 해나갔던 때이다.133) 이에 앞서 순희 10년
(1183) 겨울, 1년 3개월간 국학(國學)에서 춘추(春秋)를 강의하였던 육구연
은 칙령소(勅令所)134)의 산정관(刪定官)으로 발령을 받는데, 이곳에서 그는
효종(孝宗)을 직접 만나 정책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그
가 제시한 정책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는 이후 정9품의 승봉랑(承奉
郞)을 제수 받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사중(給事中)
을 맡고 있던 왕신(王信)의 반대 상소로 결국 주관태주숭도관(主管台州崇
道觀)을 제수 받고 조정에서의 관직생활을 마감하게 된다.
상산정사라는 명칭 속에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가 자신을 도학자, 넓게
는 유학자로 자처했음을 암시한다. 우선은 그곳에서 육구연이 불교의 승려
가 지은 것에서 유래된 응천산이라는 원래 이름을 버리고 대신, 그 산의
형상이 거상(鉅象)의 모습과 닮았다 하여 상산(象山)이라 이름하고 상산정
사를 지었다는 점이다.135) 또한 그는 양간(楊簡)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사
(精舍)라는 두 글자는 후한(後漢) 시기의 『포함전(包咸傳)』에 나오며 그
사용된 일은 건무(建武) 이전에 이미 있던 곳으로 유학자들이 강습하던 곳
을 가리키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점이다.136) 이는 육구연
이 정사 혹은 서원이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상산 정사에서의 활동기에는 주희
와 무극태극(無極太極) 논쟁(1188)이 있었는데, 이는 남송의 서원이 학술적
132)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임해(臨海)에 해당된다.
133) 사실상 육구연이 정사를 지었던 때는 이 시기였으므로 정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이 시기로
국한되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시기도 주희와의 관계
속에서 육구연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세 시기에 걸친 전반적
인 논의를 할 것임을 밝힌다.
134) 칙령소는 조정에서 반포하는 조령(詔令)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기관으로 칙국(勅局)이라고
도 한다.
135)『陸九淵集』, 卷9, 119쪽: 顧視山形, 宛然鉅象, 遂名以象山草堂, 則扁曰象山精舍. 鄕人蓋素恨此
山之名辱於異敎, 今皆翕然以象山爲稱.
136)『陸九淵集』, 卷36, 500쪽: 與楊敬仲書云: “精舍二字, 出後漢『包咸傳』, 其事在建武前. 儒者講
習之地, 用此名, 甚無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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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장으로, 도덕적 수양과 이상적 인간상 확립을 위한 고민의 장이었
음을 시사한다.
육구연(陸九淵)의 사상은 주희의 사상과 많은 부분에서 비교되는데, 주희
와의 서신교환, 논쟁과 인간적인 교류 등은 주자학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고 그런 점에서 육구연의 사상과 서원 교육은 독자성을 지니는
부분이 있다. 주희와 육구연의 사상적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는 분기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보고 이를 통해 육구연의 학문적 특성과 학문 방법론, 수
양 공부론, 서원교육론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는 인간의 심성론에 대한 논의에서, 심즉리(心卽理)와 성즉리(性卽
理)의 차이이다. 육구연의 사상은 본심(本心),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을
중시하여 심학(心學)이라 일컬어지는데, 심즉리(心卽理)라는 말로 그의 사상
을 대변할 수 있고 이는 주희의 성즉리(性卽理)와 항상 대비된다. 육구연은
마음[心]을 인간의 성(性)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때문에 심즉리는 실
제로 심즉성(心卽性)의 의미이다. 육구연은 마음이라는 요소를 고대 성인들
과 선진 유학의 가르침과 연결한다. 고대 성인들과 선진 유학의 가르침은
마음을 보존하고, 마음을 기르며,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에서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137)
육구연은 특히 맹자의 사상 중에서 심(心)의 측면을 강조하여, 맹자 이
후에 심학(心學)의 전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138)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전
승되었다고 여겼고 이를 서원교육에 적용했다. 그것이 바로 인의예지(仁義
禮智), 즉 4단(四端)이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도덕심(道德心)을 선천적으
로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육구연은 그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본래의
마음[本心]을 온전히 자각할 때 사람은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사단은 곧 마음이며,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 곧 이 마음이다. 사람
에게는 모두 이 마음이 있으며 마음에는 모두 이 이치가 있으니, 마음이 곧
이치이다.”139) 육구연은 주희가 강조하는 학문 연구와 도덕 훈련이 있지 않
더라도 ‘사단’은 이미 충분히 자족하다고 여겼다. 그가 보기에 본성을 실현
137) 진래, 안재호 역, 『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02). 278쪽.
138)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 이혜경 역『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400쪽.
139)『陸九淵集』, 卷11,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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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을 통해서 가능
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만물의 각각에 품부되어 있는 이치, 즉 리(理)를 탐
구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정이로부터 주희의 성즉리(性卽理)와는
대비된다. 물론 주희의 철학도 심학이다. 결국에는 마음이 성과 정을 통섭
[心統性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구연은 심과 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주희가 말하는 심과 육구연
이 말하는 심이 같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140) 육구연도 태극이 곧 리
라고 생각했던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육구연은 ‘우주는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곧 우주이다.’라고 하여 모든 것이 마음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
에 그것을 혼연한 일체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심과 리를 두 개
의 차원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희와 철학적 지향점이 달랐다.
둘째는 학문 방법에 있어서 도문학(道問學)과 존덕성(尊德性)의 차이이
다. 이는 학문을 추구해나가는 길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격물(格物)을 주희와 육구연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격(格)의 의미는 차이를 보인다. 주희의 격은
‘이르다’, ‘궁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게 격물이란 사물에 나
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앎의 대상인 이치
는 사물 속에 내재하므로, 외부의 대상은 버리거나 막아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치라는 것은 단순히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도 존
재한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탐구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이치와 관통해야
하므로, 마음의 공부를 강조하는 경향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육구연 심학에서의 ‘격’은 본심(本心)을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바
르게 한다[正]’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육구연에게 있어서 격물
(格物)은 격심(格心)이라고 할 수 있다. 육구연은 주희가 강조했던 경전 연
구와 폭넓은 독서에 대해 비판하면서 인간에게 구비되어있는 본래 마음[本
140) 육구연의 심학에서도 ‘성(性)이 곧 리(理)’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자학은 심
자체가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 그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하지만 심학에서는 심이 윤
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그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이러
한 점에서 주자학에서 이해하는 심과 심학에서 이해하는 심의 개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지마 쓰요시, 신현승 역,『사대부의 시대』, (서울: 동아시아, 2004).
119-1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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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을 잘 가꾸어야 하며 마음을 수양하지 않으면 마음이 영명(靈明)함을
잃어서 우주와 합일하는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상산정사에서 이루어지는 강학과 서원교육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육구연은 특히 선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나 경전
연구를 중시하는 주희의 사상을 지리(支離)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주희는
육구연의 학문 방법은 지식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성인의 마음에 접근하
기 위해서는 독서, 특히 경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육구
연은 마음을 온전히 실현하는 존덕성(尊德性) 공부에 강조점을 두었고, 주
희는 격물을 통해 도덕성을 확충하는 도문학(道問學) 공부에 강조점을 두
었다. 육구연의 첫 번째 강학활동 시기에 있었던 아호사 모임에서, 그는
“이간 공부는 마침내 위대할 것이나, 지리한 공부는 필경에 힘없이 무너지
리”141)라는 시를 읊음으로써 학문 방법에 자신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
하였다.
육구연과 주희 간 존덕성·도문학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
다. 육구연과 주희가 각각 존덕성과 도문학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들이 각
각 그것만을 추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이해가 될 수 있다. 육
구연은 격물을 무조건 배척한 것이 아니라 격물을 장려하기도 했으며 실제
로 그는 경전을 연구하기도 하였고142) 아호의 모임 후 5년간 견해를 바꾸
어 독경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였다.143) 다만 육구연은 사람들마다 자신
의 기호에 따라 열독할 책을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세심하게 숙독하도록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육구연의 관점은 여조겸이 서원의 규칙을 개정
하고 주희가 학규(學規)를 세웠던 것과 달리 육구연은 전통적 학교의 규칙
을 정하지 않았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144)
셋째는 육구연과 주희의 학문적·사상적 특성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141)『陸九淵集』, 卷25, 「鵝湖和敎授兄韻」, “易簡工夫終久大, 支離事業竟浮沈.”
142) 진영첩, 표정훈 역,『진영첩의 주자 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30쪽.
143)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284쪽.
144) 한편 주희도 초창기에는 격물을 중시하였으나 후에 양자를 절충하는 방법을 택했었다. 따라서
양자를 이분법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육구연과 주희의 사상을 오해하도록 할 수 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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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극(無極) 논쟁’이다. 육구연은 무극(無極)이라는 말을 부정하였고
주희는 주돈이 무극 개념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육구연은 무극 개념이
『도덕경』28장에 나오는 글자이며, 무극을 인정하면 무극으로부터 태극
이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주희는 노자가 말한
무극은 무궁(無窮)으로, 주돈이의 생각과는 다르고 주돈이는 노자와 달
리 유무를 둘로 보지 않았으며 ‘無極而太極’의 이(而)는 시간의 선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육구연에 따르면 공자는 변화의 근본으로서 태극(太
極)을 언급한 적이 있고, 고대의 성인들은 무(None-being)의 개념에 대해
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45) 이는 도학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철학적 입장을 보이며 논쟁을 활발하게 해나갔던 남송 시대의 학문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교육의 지향점과 추
구하는 인간상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 노선에 있어서 다양한 성찰과 연구들
을 집약하는 학문 공동체로서 서원교육이 기능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시사점이다.
육구연이 강조했던 수양공부는 마음[心]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윤리 혹은
도덕성을 밝히는 것[明理], 즉 본심(本心)의 발명(發明)이다.146) 육구연은
“인은 곧 이 심이며 이 리이다. 구하면 얻는다는 것은 이 리를 얻는 것이
며,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 리를 아는 것이며, 먼저 깨우쳐야 한다는
것은 이 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도 이 리이며, 그
형을 공경하는 것도 이 리이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져 들어갈 때 두려
움과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 리이며,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서 부끄
러워하고 미워해야 할 일에서 미워하는 것도 이 리이며, 옳은 것에서 그것
이 옳게 됨을 알고 그른 것에서 그것이 그르게 됨을 아는 것도 이 리이
다.”147)라고 하여 측은·수오·사양·시비하는 것이 곧 ‘본심’의 ‘발명’이요 ‘명
145) 주희는 1189년 육구연과 논쟁을 하던 중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였고 주희는 “無極而太極”
이라는 주돈이의 「태극도설(太極圖說)」 판본에서 “自”․“爲” 字가 포함되어 있는 판본을 제시할
것을 육구연에게 공개적으로 거듭 요구하였으나 육구연이 침묵을 지킴으로써 논의의 여지를 남겼
다. 김병환, 「“自無極而爲太極”인가, “無極而太極”인가」, 1997. 132-133쪽 참조.
146) 송하경,「육상산 심학의 학문방법」,『공자학』, vol.1, 공자학회, 1995. 283쪽.
147)『陸九淵集』, 卷1, 「與會宅之」, “仁, 卽此心也, 此理也. 求則得之, 得此理也. 先知者, 知此理也.
先覺者, 覺此理也. 愛其親者, 此理也. 敬其兄者, 此理也. 見孺子入井而有惻隱之心者, 此理也. 可羞
之事則羞之, 可惡之事則惡之, 此理也. 是知爲其是, 非知其爲非, 此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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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여겼다. 본심은 본래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결
단하기 때문에 본심을 굳게 간직하고 굳게 세우는 수양공부를 통해서 외부
의 객관사물이나 사설에 동요되거나 유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48)
육구연과 주희의 학술적 경향이 대립되고 철학적 지향점이 달랐다는 점
은 주희와 육구연이 서로를 적대시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그토록 극렬하게 대립
되는 것은 아니었다. 맹자의 계승자로 스스로를 자임한 육구연은 자신을 이
정의 위치에 두고자 하는 사상가였다. 그는 정이를 비판하지만 그의 발상법
은 이정과 그의 문류(門流)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물론 육구연은 전통과
도통을 정의하려는 주희의 입장에 불편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도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던 점은 분명하다.149) 두 사람의 적대적
인 분위기는 이후 여러 세기 동안 각 서원을 중심으로 확립된 학파 간의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데에 제법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실제로 서로를 적으로 간주했다고 이해하기 보다는150) 그들의 논쟁
들은 도학 공동체 내에서의 사대부로서의 학문적 확신과 자부심이 반영된
창조적 긴장관계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적절하다. 이는 서원이 독자적인 학술적 색채를 지니기는 해도 상대방에 대
한 폐쇄성이나 소모적 비판의 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속가능한
(sustainable) 교육의 장으로써 기능했음을 시사해준다. 그들은 철학적 입장
에서는 분명한 의견의 차이를 보였고 서로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
디까지나 철학적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다. 육구연은 형인 육구령을 기리는 묘지에 휘호를
써줄 것을 주희에게 부탁한 바 있으며, 주희는 육구연을 백록동서원(白鹿洞
書院) 강의에 초빙한 바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적대적인 이미지는 주희가 자
신의 철학적 목적으로 도통의 계보를 북송오자로부터 비롯하여 자신에게로
이어진 것이라는 단선적인 구성 작업을 해나갔던 노력과 그 다음 세대 후
148) 송하경,「육상산 심학의 학문방법」,『공자학』, vol.1, 공자학회, 1995. 284-285쪽.
149) 쓰치다 겐지로, 성현창 역,『북송 도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6). 599쪽.
150) 진영첩, 표정훈 역,『진영첩의 주자 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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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들의 당파적·정치적 배척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51)
4) 주희(朱熹)
주희(朱熹, 1130-1200)는 황제의 사서(賜書)와 사액(賜額)을 얻음으로써
서원교육이 새로운 교육적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 한편으로 서원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도덕적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 유
학적 정통 계보를 세우는 일에 진력했다. 주희는 도학자들 중 가장 많은
서원에서 활동하였고, 서원교육을 대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개해 나
갔던 인물이었다. 그가 창건한 서원이 4곳, 수리 및 복원시킨 서원이 3곳,
공부한 서원이 6곳, 강학한 서원이 20곳, 제시(題詩)를 지어 적은 서원이 7
곳이며, 기념하는 글과 편액을 적은 서원은 6곳이다.152)
주희가 도학자로서, 사대부로서 해나갔던 대부분의 학문적 활동은 서원
에서 이루어졌다. 한천정사에서 건도 6년(1170) 『태극도설해(太極圖說
解)』의 초고와 『서명해(西銘解)』를 지었다. 건도 8년에는 『논어정의(論
語精義)』10권과 『맹자정의(孟子精義)』14권 등을 집필했고, 건도 9년에는
『정씨외서(程氏外書)』12편과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14권을 편찬했
으며, 순희 2년에는 여조겸과 함께 『근사록(近思錄)』14권을 합편(合編)했
다. 무이정사에서 주희는 『역학계몽(易學啓蒙)』4편·『소학(小學)』6권·
『대학장구(大學章句)』·『중용장구(中庸章句)』 등을 지었다. 고정서원(考
亭書院)에서는 『맹자요략(孟子要略)』·『한문고이(韓文考異)』10권·『주역
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등을 집필했다. 또한 경력당금의 6년 동안,
주희는 복건 고전현(古田縣)의 남전서원(藍田書院)·계산서원(溪山書院)·나
봉서원(螺峰書院)과 복정현(福鼎縣)의 석호서원(石湖書院)에 가서 당금을
피하기 위해 잠시 강학을 쉬었던 일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정서원, 백
록동서원, 악록서원 등에서 저술하고 강학하였다.153) 따라서 주희의 학문적
151) 진영첩, 표정훈 역,『진영첩의 주자 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34쪽.
152) 이러한 수치는 방언수(方彦壽)가 지은 『주희서원고(朱熹書院考)』에 근거한 것이다. 등홍파, 남
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72쪽 참조.
153)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72-3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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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사대부적인 정체성은 서원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의 수양방법론도 결국은 서원교육의 완전한 실현이 곧 학문 완성의 교육
임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주희가 도학자의 한 명으로서
여타 사대부들과의 교류 속에서 학문적 특성을 형성해 갔음을 살펴보고,
그의 서원교육론이 가장 집약적으로 정착된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수양공
부론을 논의하도록 한다.
그는 동시대 사대부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철학적 기획, 즉
도통(道統)을 수립해 나갔다. 주자학의 창시자로서의 주희는 익히 잘 알려
져 있고 그가 이룩한 학문적 성과는 대단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며 그 연구의 역사도 매우 길고 깊다. 앞에서
도 상술한 바와 같이 주자학은 원, 명을 거치면서 모든 학술적 권위를 장
악하게 되어 과거시험의 필수과목으로 고정되었고 그것은 조선의 정치, 학
술, 문화 등에까지 총체적인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미 폭넓게 진행되어 있는 주
자학의 사상적 체계를 다시금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희가 살았던 시대의
동시대 사대부들과의 교류가 그의 사상 속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
것이 그의 서원교육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따라
서 주자학의 개념 체계들에만 초점을 두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학 공
동체 내에서 그가 동료들과 어떠한 교류 속에서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확
립해 나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주희가 다양한 도학 공동체 내
의 사대부들과 교류하고 그 사상들을 흡수하여 완전한 도덕성이 구축되는
사회, 유학의 정통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였던 지식인이었음을 부각시킬 것
이다. 또한 백록동서원의 교육 목적, 교육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결국 도덕적
인격교육의 전형이자 모범으로 후대와 조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주희의
서원교육론이, 여러 도학자들의 시대적 고민과 성찰의 집약체라는 점을 논
의하도록 한다.
먼저, 주희라는 사대부가 남송 당시에 활동했던 도학자의 한 사람으로
써 다른 동시대 사대부들로부터 어떠한 접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해가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
희의 사상적 지향점이 서원교육에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되고 실현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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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식이 따르고 있던 호남(湖南)의 수양공부 전통은 주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미 발현된 것[已發], 즉 동(動)가운데서 아직 발현되지 않
은 것[未發], 즉 정(靜)을 구하고자하는 장식의 학설은 정(靜) 가운데서 동
(動)을 구하는 주희의 기존 관점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성은 본체
[體]이고 심은 작용[用]이라는, 이른바 체용설(體用說)은 장식을 비롯한 호
남학파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154) 장식은 천리를 추구하기 전에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천리를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주희는 여기
에 동의함으로써 이후 일상(日常)에서 도(道)를 발견해 나가는 학문적 특성
을 형성해 갈 수 있었다.
한편, 주희는 자신의 학문적 성향에 맞게 내적 함양과 실제적 체험155)
의 양면 공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여조겸의 주장을 수용하여 자신의
수양론으로 삼게 된다. 주자학의 수양론에서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축되어
있는 내성(內聖)과 외왕(外王)의 조화가 주희 이후 중국의 사상과 일상 윤
리에,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도덕적 완성을 위한 수양론으로 늘 강
조되었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여조겸과의 사상적 교류는 주희의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156)
또한 주희는『역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여조겸의 저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송대의 『역경』해석에는 두 흐름이 있는데, 정이처럼 도
덕․윤리적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 하나이고, 주돈이·소옹처럼 64괘효(卦爻)
의 상수(象數)를 해석하여 우주의 운행 원리를 이해하는 상수학적 방식이
다른 하나였다. 여조겸은 후자의 관점을 받아들였는데, 특히 사마광의 학생
조열지(晁說之, 1059-1129)의 견해를 기초로 고대경문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다. 주희도 정이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역경』을 하나의
점서로 보아 여조겸의 상수학적 견해로 이해하였다. 여조겸과 주희는 ‘복
(復)’괘를 해석하면서 자기수양 및 심성이 본래 선하다는 맹자의 이론을 결
합시키는데, 하늘과 사계절이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154)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78-79쪽 참조.
155)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60쪽.
156) 쓰치다 겐지로, 성현창 역,『북송 도학사』, (서울:예문서원, 2006).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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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래적 선한 마음, 즉 자신의 본래 모습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
다. 이는 북송의 도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대답이자 새로운 해석의 시도인
셈인데, 이를 통해 주희는 맹자의 성선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개별적 도덕자아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수
양의 이유와 필요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주희는 동시대 사대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남송대의 트레이드마
크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 체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도덕적 완성에 이르
고자 하는 수양론을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수양론 전반은 서원교
육에서 그가 강학하고 학생들을 훈육할 때 기저에 놓인 기본적 양식이 된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희의 서원교육론이 가장 선명하게 집약된 곳은 백록동서원이다. 백록
동서원(白鹿洞書院)은 강서성(江西省) 구강(九江) 시에서 20여 키로 떨어져
있는 여산(廬山) 풍경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당(唐)나라 때 이발
(李勃)이 흰 사슴을 키우며 은거하던 곳인데, 남송(南唐) 승원(昇元) 원년
(937년)에 처음으로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여 여산국학(廬山國學)이라고 불
렀다. 북송(北宋) 초에 이것을 백록동서원으로 개칭했고, 남송에 와서 주희
가 이를 재건하여 강학하면서 유학 전통을 부흥시키는 장소로 본격적으로
흥성했다.
주희가 생각했던 서원교육의 목적은 도학이 당시 남송대에 도·불의 이
단학설을 배척하고 유학적 이상을 새로운 교육의 틀에서 재확립하여 도덕
의 왕국이라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서원교육이 지식인
의 시대적 사명의식을 실현해 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시사해주
는 것이다.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복원하고 서원교육론을 확립하려고 한 이
유도 그것을 도학을 널리 보급하는 모범으로 삼고자 한 까닭이었다.157)
주희는 북송의 왕안석처럼 제도의 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
던 시도는 무의미하며 근본적인 문제, 즉 진정한 학문을 통한 길을 선택했
다. 그는 이단 학설을 배척하고 유학의 문화를 부흥시키는 길은 도학에 있
다고 확신했고, 자신의 관심을 서원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158) 주
157)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73쪽.
158) 정낙찬,「朱熹의 書院敎育方法論」, 敎育哲學 제24집, 2003.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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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학문[道學]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른바 과거속학(科擧俗學)에 함몰된 선비들은 병통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주는 말할 수 없는 폐해들을 처단하고 강학(講學)을 통해
서 올바르게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9)
주희가 서원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이상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
는 것[天人合一], 즉 성인(聖人)이 되는 것인데,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
한 이치[理]인 순수지선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온전히 실현해 내는 것을
의미했다. 인간의 성[仁·義·禮·智]은 맹자가 말하는 사단[惻隱之心·羞惡之
心·辭讓之心·是非之心]으로 발현되지만, 인간이 만물에 응할 때[應萬事] 기
질지성(氣質之性)으로 인해 감정[情] 혹은 욕구[欲]로 드러나 선하지 않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끊임없는 수양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
써 성인에 이르는 것이 주희가 서원교육을 통해 꿈꾸는 이상이었다. 이것
은 주희가 동시대 사대부들과의 교류, 논쟁 등을 통해 확립되어 갔던 집약
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주희의 서원교육을 보면 그가 받아
들이고 한편으로는 뿌리쳤던 시대적 담론들이 도덕적 인격체의 완성이라는
그의 목적 안으로 녹여져 있음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란 무엇이었는가? 주희의 수양론을 집약해서 말
한다면, 성리학적 인간상은 양심을 보존하여 본성을 함양[存養省察]하고 사
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배움의 지경을 넓혀가며[格物致知] 항상 마음이 사
특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지[居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제정된 백록동서원의 교육내용은 백록동의 서원 학칙
인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실상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160) 학칙의 제정은 여조겸에게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이는 규칙 한 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전에서 취한 것이
다. 오륜관계는 『맹자』「등문공 상」에서, 이어 나오는 학습의 순서에 관
159)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382쪽.
160)『朱文公文集』, 卷74 :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敎之目, 堯舜使契爲司徒, 敬敷五敎, 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而其所以學之序, 亦有五焉, 其別如
左: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辯之, 篤行之. 右爲學之序, 學·問·思·辯四者所以窮理也, 若夫篤行之
事, 則自修身以至處世接物, 亦各有要, 其別如左: 言忠信, 行篤敬, 懲憤窒欲,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誼不謨其利, 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于人 : 行有不得, 反求諸已. 右接物之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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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 즉 “넓게 배우고, 살펴 물으며, 삼가 생각하고, 명백히 밝히며, 독
실히 행한다”는 것은 『중용』제20장에서 취하였다. 세 번째는 수양공부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논어』「위령공」의 “충성스러움과 믿음을 말하고,
독실하고 신중함을 행한다”는 것과 『역경』손익이괘상전(損益二卦象伝)의
“성냄을 징계하고 욕구를 막으며, 허물을 고치고 선에 이른다”이다. 네 번
째는 동중서(董仲舒, B. C 176-104)의 말인 “그 의를 바로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처세 태도의 준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사는 방
법을 언급하기 위해 『논어』「위령공」에서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 및 『맹자』「이루 상」에서의 “행하여 얻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한다”를 인용하였다.161) 이는 모두 유가적 생활 규범
을 일상 공동체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른바 도덕 수양의 체득을
실현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주희가 서원교육을 통해 강조했던 점 중 특징적인 점 세 가지를 통해
그의 학문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주희는 오륜(五輪)을 백록동
서원 학규에서 가장 앞에 놓았다.162) 이는 주희가 유학의 전통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성 함양의 첫 단계로 기본적인 도덕윤리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오륜의 인간관계는 일상생활에
서 누구나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지만 그것은 사회 일반에로 확
대되어 나가고, 나아가 자연과 사물에 대한 윤리로 확장될 수 있는 유학의
차등애(差等愛)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윤리,
즉 공동체 윤리인데, 가까운 데에서부터 먼 곳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친친
(親親)윤리를 바탕으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이 유학의
인간관이다.163)
주희가 오륜의 윤리를 강조했던 것은 인간이 사단을 구유하고 있어, 외
물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161)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44쪽.
162) 진영첩, 표정훈 역,『진영첩의 주자 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105쪽.
163) 김병환,「유가의 친친윤리와 묵가의 겸애윤리에 대한 다윈주의적독해」, 『범한철학』, vol.54,
범한철학회, 2009.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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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대개 사단의 미발은 비록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으나 그 가운데
스스로 조리와 짜임새가 있으니, 멍하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밖
에서 감하자마자 그 안에서 곧 응하는 근거가 되니,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일에 감하면 인의 리가 곧 응하여 측은지심이 여기
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또 종묘나 조정을 지나가는 일에 감하면 예의 리
가 즉시 응하여 공경지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대개 그 안에 중
리가 흔연히 갖추어져 있음이 각각 분명하므로 바깥에서 만나는 것이 있으
면 감한 것을 따라 응하는 것이다.”164)라고 하여 인간이 외물에 응(應)하여
성(性)이 사단[仁義禮智]으로 발현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행위들은 인성의 리(理)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희의 입장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그래야 할’ 원칙과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결국 그 발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수양하는 공
부를 강조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주희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균형을 추구하되, 도문
학 공부, 즉 격물궁리(格物窮理)와 폭넓은 독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육구연
의 사상과 비교했을 때 주희가 강조했던 것은 존양성찰로서의 존덕성보다
는 격물치지로서의 도문학이었다.165) 주희가 육구연의 심학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자칫 마음 자체가 규준이 되어 윤리가 서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대주의는 물론 자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는 식의 극단적 도덕적 상대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했기 때문
이었다. 마음을 리로 보자는 육구연의 논리, 즉 마음[心]이 곧 기준[理]이라
는 말은 심(心)에 인간의 본성[性]의 위상을 부여하여 온갖 발현된 감정
[情]을 통제할 역할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음을 주희는 애초
164)『朱文公文集』, 卷58,「答陳器之」, “蓋四端之末發也, 雖寂然不動, 而其中自有條理, 自有間架,
不是儱侗都無一物. 所以外面纔感, 中間便應, 如赤子入井之事感, 則仁之理便應, 而惻隱之心于是乎形.
如過廟過朝之事感, 則禮之理便應, 而恭敬之心于是乎形. 蓋由其中間衆理渾具, 各各分明, 故外邊所遇,
隨感而應.”
165) 주희가 독서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존덕성의 측면, 즉 육구연이 강조했던 내면적 깨달음[體
得]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음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주희가 말하는 도문학은 넓은 의미로 일상
생활사를 포함하는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주희는 육구연의 학문이 선학(禪學)에 가까워 ‘글
공부를 뒤로 하고 곧바로 근본으로 달려간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다. 진래, 이종란 역,『주희의
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2). 496-4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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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차단하고자 했다.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 적절하게 정으로 발현되도록
주재[心統性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주희는 존덕성의 공부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도, 모든 사물의
리를 궁구하는 격물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물설은 정
자가 상세하게 논하였다. 이른바 “격이란 이르는 것이다. 격물이란 물에 이
르러서 물리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니, 이 뜻과 말은 모두 옮기거나
바꿀 수 없다.…대저 하늘이 만백성을 낳을 때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물이란 형체요, 법칙이란 이치이다. 형이란 형이하의 것이요, 리란 형이상
의 것이다. 사람이 태어남에 진실로 능히 이 물이 없을 수 없는데, 그 물의
리를 밝히지 못하면 성명의 올바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사물의 마땅함에 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물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 리
를 구할 줄 알아도 물의 극진함에 이르지 못하면 물의 리를 다 궁구하지
못하게 되어 나의 지식(앎)도 또한 다하지 못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반
드시 그 극진함에 이르고 난 이후에야 그치는 것이다. 이것이 격물이라고
이르는 것이니, 물에 나아가서 물의 리를 다하는 것이다. 물의 리를 모두
다하면 곧 나의 앎이 활연히 관통하게 되어, 가리움이나 장애가 없게 되고
뜻이 성실하지 않음이 없게 되어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음이 없게 된다
.”166)
주희가 말하는 격물궁리와 독서를 널리 하는 것은 인격 발전을 전면적
으로 실현시키는 수양공부를 의미한다. 전통적 유가의 성인이란 도덕적 인
격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학식과 기예(技藝)의 극치이다. 인(仁)과 지(
知)167)의 재능은 성인의 완전한 인격에 체현되어 있는 것이다. 『논어』에
서 보듯, 성인의 학문은 반드시 ‘인을 좋아하는 것’과 ‘배움을 좋아하는
것’168)의 두 가지 기본을 겸해야 하고, ‘덕을 닦는 것’과 ‘강학’을 아울러 중
166)『朱文公文集』, 卷44,「答江德功第二」, “格物之說, 程子論之祥矣. 而其所謂, 格, 至也, 格物而至
於物則物理盡者, 意句俱到, 不可移易.…夫天生烝民, 有物有則. 物者形也, 則者理也, 形者所謂形而下
者也, 理者所謂形而上者也. 人之生也, 固不能無是物矣, 而不明其物之理, 則無以順性命之正而處事物
之當. 故必卽是物以求之. 知求其理矣, 而不至夫物之極, 則物之理有未窮, 而吾之知亦未盡, 故必至其
極而后已. 此謂格物而至于物則物理盡者也. 物理皆盡, 則吾之知識廓然貫通, 無有蔽碍, 而意無不誠,
心無不正矣.”
167)『孟子』, 「公孫丑上」.
168)『論語』, 「陽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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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야 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藝)에 노니는 것’을 아울러 행해야 한다.
유가의 이상적 인격은 그것이 요구하는 숭고한 도덕을 완전히 체현할 뿐만
아니라, 재능과 학식에 있어서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왕을 보좌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169) 백록동 학규에 나오는 “넓게 배우고, 살펴 물으며,
삼가 생각하고, 명백히 밝히며, 독실히 행한다”는 말은 격물공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그가 유학 성현들의 도를 독서를 통해 체득하여 지식인이 추
구해야 할 방향과 깊이를 체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
며, 인간에게도 리[性]가 있듯이 모든 만물에도 리가 있으므로 독서와 성찰
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부는 단
순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독서, 현실적 문제의식이 없이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 출세를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 등과는 다른 것이었으며,
서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했던 사대부(士大夫)에게 단계를 밟아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체계적 독서와 사색의 정밀함은 중요한 것이었다.
셋째, 주희는 전일(專一)의 수양공부를 강조했다. 전일은 ‘하나에 집중한
다’는 의미로, 학자가 지녀야 할 의식과 소명감을 강조한 것이다.170) 주희
는 격물의 공부를 강조하면서도, 독서를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을 경계
한다. “독서는 문장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완미하고 탐색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없다. 이는 바로 최근 불교의 이른바 화두를 보는 것이다.”171) 주희
는 “독서는 전일을 귀하게 여길 뿐 박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로 집중함에 의해서만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쓸모 있는 공
부가 된다. 오직 박학만으로는 도리어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고 천박하고 소
략한[雜亂淺略] 폐단을 버리지 못하고 아무런 학문적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된다.”172) 주희가 강조하는 박학(博學)은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173) 하나는
전일이 결여된 공부는 천박하고 소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산만한 지
식은 구슬은 많지만 하나의 실로 꿰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서 삶에 큰 의미
169) 진래, 이종란 외 역,『주희의 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2). 525쪽.
170) 정낙찬,「朱熹의 書院敎育方法論」, 敎育哲學 제24집, 2003. 122쪽.
171)『朱文公文集』, 卷60,「答許中應」, “…夫讀書不求文義, 玩索都無意見, 此正近年釋氏所謂看話頭
者,…”
172)『朱文公文集』, 卷44.
173) 정낙찬,「朱熹의 書院敎育方法論」, 敎育哲學 제24집, 2003.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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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던져주지 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학하지 못하고서는 무엇을 요령으
로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감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완전한 학문의 길로 가는 수양의 길이 매 순간 점검되어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희는 도덕공부가 곧 지식공부이며, 그것은 곧 인간 공부이기도 하다
는 생각을 서원교육을 통해 실현해 내고자 했던 사대부였다. 이를 확립하
기 위해 유학 외적으로는 도교와 불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유학의
발흥을 도모했고, 유학 내적으로는 특히 도학 공동체 내에서 지나치게 실
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진량, 섭적 등의 사공학(事功學), 마음을 성으로
파악하여 윤리의 객관적 성립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육구연 등의 심학을 배
재해 나갔다. 주희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서원교육 속에 녹여내고자 했다.
말하자면 그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진정한 학문의 이상, 즉 인격의
완성체를 양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희는 자신이 꿈꾸던 철학적 기획을, 유학자로서의 시대적 고민과 이
상 속에서 그것을 하나의 고리로 꿰어 주자학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구
체화해 나갔고174) 그것을 서원교육을 통해 구체화해나갔다. 이는 오늘날
도덕교육, 나아가 교육 전반이 지향해야 할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한 시대
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꿈꾸고 지녀야 할 근본적 태도와 지향점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오늘날 교육은 시대적 사명을 학습자 개인적 신념으로 녹여내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만한 관점을 형성해 가도록 양성하기 보다는 기존 지식의
유산들을 습득하여 현재 사회의 구조 안에서 개인적 풍요나 만족을 얻는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주희가 생각했던 도덕적 완성은 분명 당시로
서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적인 것이었고, 사
회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완성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
인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분명한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174) 진영첩은 주희가 선대(先代) 학자들의 사상들을 받아들이되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기획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종합(synthesis)’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
한 주희의 창의적 학술 태도를 오늘날의 용어인 ‘스토리텔링’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는 도덕교육
이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함양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진영첩, 표정훈 역,『진영첩의 주자 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79-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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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옳다고 믿었던 소수 지식인들의 믿음과 노력은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
게 되었고, 그것의 시간적·공간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이는
지식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탐구 자
세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교육기관이 지향해야할 교육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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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거제도와 서원교육의 도덕교육적 함의
본 장에서는 북송 과거제도와 남송 서원교육의 논의에서 드러난 시사점
을 도출하여 도덕교육에 줄 수 있는 의미를 논의한다. 전인적 인간을 길러
내는 것을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도덕 교과는 교육의 본래 목적
에 가장 부합하는 교과이다.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교육의 종지와 그 방법
등이 오늘날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육의 상
황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도덕교육을 경시한 채 학교 폭력의 뿌리를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 하고 기능적·물질중심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잘못된 교육 풍
토를 생각할 때 사대부의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의 시대적 사명의식과 진
정한 학문 추구에 대한 고민·실천은 오늘날의 우리 교육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면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과거제도의 도덕교육적 함의
북송시대 과거제도는 문인 우대 정책의 상황에서 기존 당의 인재등용
및 교육의 토양을 새로 일구는 일대 변혁의 중심에 있었다. 과거제도가 성
립된 당(唐) 이전의 역사를 보면 북송 과거제도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주대
의 향거이선,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 중심의 일방적 선택, 진대의 지식인 탄
압, 한대의 찰거(察擧), 위진남북조시대의 구품중정제 등을 거쳐 당대에 본
격적으로 성립한 과거제도는 엄밀히 보면 귀족출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고
재생산 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북송에 들어서 과거
제도는 가문 중심이 아닌 학문 중심의 새로운 사대부 계층이 전성기를 누
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바야흐로 북송대부터 문관치국 정책이 과거제도
와 맞물려 사대부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북송에서의 과거제도도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사회의 분위기가 인격에 대한 수양이나 학문의 근본적 물음을 던지지 못한
채 시험의 합격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고 좁은 관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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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있게 되어, 지식인들의 잉여 상태가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이것
은 분명 인재의 낭비이자 소모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은 학문의 목적과 인격의 양성을 간과하기가 십상이었다.
그들은 시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
험 자체의 당락여부에만 몰두하여 지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못하
는 죽은 지식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송 사
대부들은 유학의 부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의식, 유학의 현실 참여 의식 등
을 바탕으로 학문의 목적을 고민해 나갔다. 이런 점이 목적성과 방향성을
알지 못한 채 실용성과 입신양명의 출세만을 좇는 우리 시대의 세태에 전
인적 인간의 양성을 지향하는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시사점
이다.
1) 학식과 인격의 겸비
북송의 사대부들은 대체로 과거제도와 도덕성이 균형 있게 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과거제도는 이전의 인재 등용 방법과는 획
기적으로 다르게 능력과 학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통로였다. 여전히 계급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제도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해주었고, 많은 지식인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세
상을 기대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 즉, 과거제도는 사대부들에게 있
어서 학식을 무한대로 펼치고 연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송의 사대부들이 가장 경계 했던 것은 과거제도, 즉
공식적인 인재 등용문이 학문의 종지를 연구하고 현실의 문제에 뛰어들 수
있는 인격과 시대적 사명의식을 고취해야지, 이런 것이 결여된 죽은 지식
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구양수가 고문을
중시하면서 고대 성인들로부터 학문의 종지를 배우고 기교만을 익히는 것
을 지양했던 점, 온전한 도덕적 완성이 이루어질 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했던 점이 한 예가 된다.
도덕교과에서 말하는 ‘가르침에 있어서의 도덕성(morality of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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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도덕성(morality of communities)’, ‘도덕성에 대한 가르침
(teaching of morality)’ 중 도덕교과가 목적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덕성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풍부한 지식만을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도덕교육이 담당해야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인데175), 이는 북송 사대부들이 학식과 인격을 겸비하는 것을 추구했던
점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고 특히 도덕성의 완성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
하고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정이의 문제의식에서 극명하
게 드러난다.
사마광과 정이가 도덕성을 리(理)와 연결시켰던 점은 인간에게 도덕성
은 필요나 요구에 의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
으로 보았음을 시사한다. 지식을 연마하는 사람이 도덕성 혹은 인격을 갖
추지 않고 지식만을 채웠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예컨대 오늘날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인격과 괴리된 채 기능적·수단적 목적으로 발휘
하고 있는 모습이나 교육의 종지를 성찰하지 못하여 그 방향성을 상실하여
의미 없이 문자를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교육 현실 등은 교육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과거제도, 즉 각종 시험을 위한
공부는 그 분야에 적합한 덕목과 인격과 함께 체득되어가야 한다.
2) 시험제도의 개혁을 통한 인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북송의 과거제도가 가진 중요성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유학자
들의 학문과 비전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본
문에서 논의한 대로, 송나라는 기존 당대와 다른 혁신적인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서 학문을 연마하고자 하는 문인들이 비상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기
회의 시기였다. 만일 송나라의 문화가 과거제도를 통해 학문이 창조적으로
발산되도록 하지 않았다면 신유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꽃피지 못했을
지 모를 일이다.
중국 인재등용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제도는 북송 이전에 생겨
175) 정창우 외, 『도덕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고양: 인간사랑, 2009). 15-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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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이기는 하지만 북송에 와서 인재등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북송 사대부들
의 시대적 사명의식, 창조적 학문 활동 등과 맞물려 사회 변혁의 물고를
텄다. 진정한 학문의 깊이를 숙고하고 단순히 기존의 문장을 답습하지 않
는 것을 지향했던 사대부들의 태도는 지식에 인격 및 지향하는 가치를 투
영하지 못한 죽은 지식, 고여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들은 과
거제도가 단편적 지식만을 갖춘 기능인으로의 전락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는 점을 알고 있었다.
북송 중기에 이르러 첩경(貼經)․묵의(墨義)․시부(詩賦)로 치우치는 폐
단이 지적되고 책론(策論)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었을 때, 왕안석이 당시의
과거시험이 암기만으로 이루어지는 폐단을 없애고자 했던 시도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단순한 암기와 기존의 고문을 답습하는 것이 전혀 국가
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고, 시험 제도가 완
벽히 마련되면 인재를 올바르게 양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의 수많은 시험이 그 분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없이, 제시된 기존
결과물을 맹목적으로 흡수하는 교육의 풍토를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
성적 시사점을 준다.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 실력을 평가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으로
써 나타난 거대한 문화의 변혁을 생각해보면 평가가 지니는 중요성은 크
다.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교육의 상황에서도 수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교육에서의 평가로 시선을 돌리면 모든 과목에서의 평가는 피
할 수 없는 과정이다. 여타 과목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에 가
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도덕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
득이 아닌 전인적 인간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도덕교육을
통해 인격과 학식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성품이 괴리되는 우리 시대의 교육 현실에 새로운 교육의 방
향과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북송의 사대부들의 태도와 실천에
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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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원교육의 도덕교육적 함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북송에서든 남송에서든 진정한 공
부란 입신양명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닌 성인의 도, 인격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수련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당시 지식인들이 공유했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집약되어 남송 때 서원이 설립 및
발전해 갔음을 서원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문에서 논의한 남송의 장식․여조겸․주희․육구연 등은 관학이 현실
의 교육을 주도하고 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문화를 제시하는 열쇠로서의 생
동감을 잃은 시대적 상황에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다. 관학의 역할이 주어
진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관리인 혹은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였거니와, 진정한 학문 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결여한 것도 문제였다. 그들이 유학자로서 지향했던 이상이란, 다름 아닌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 외세의 침입과 이단 학설의 도전 등의 내우외환을
타개하고 고대의 도덕적 이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남송 사대부들의 보였던 학문적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있는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현실 참여
남송 서원교육 안에는 시대적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깊은 성찰과 새
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담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남송
은 북송의 문인우대 정책과 인쇄술의 발달, 귀족 계층이 재생산 되지 않는
능력위주의 과거제도 등의 배경에서 지식인들의 시대가 꽃피울 수 있었다
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의식이 사대부들의 지
적 갈증을 불러일으켰다. 외적으로는 북에서 몽골이 서하․금나라 등을 멸
망시키고 남송에 위협을 가하는 정치적 위기가 끊이지 않았고, 내적으로는
도․불의 강력한 영향력 등의 학문적 위기와 유학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분
파의 혼재로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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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완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도학(道學)이 서원교육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현실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공부, 그것이 바로 유학의 현실참여정신이
자 오늘의 도덕교육에서 추구해야할 지향점이다. 중국은 원명을 거치면서,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이 공리공담의 사변적 관념 세계에 머무르는
논의로 진행되어갔지만 성리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문제이자 현실에
대한 문제에 천착해 있다. 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
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다. 예
컨대 성이 심의 주재로 정으로 발현된다[心統性情]는 언명도 인간의 본성
이 선하다는 성선(性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이자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세상을 경영할 때, 각종 혼란과 범죄
혹은 전쟁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과 다름이 아니다. 서
원은 인간에 대한 성선(性善)적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수양의 도정(道
程) 자체를 학문의 본분으로 여겼고, 시대적 문제에 뛰어들 수 있는 인간
을 길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여조겸이 자신의 후학들이 과거시험에 응시하
여 현실에 참여하도록 장려했던 일이나 말타기 등을 배워 북방 외세의 침
입에 대해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함을 강조했던 일, 남송 도학
사대부들의 사상과 서원 문화의 집약체로 주자학이 탄생한 부분이나 주희
자신이 도덕의 왕국을 건설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학적 기획을
일생을 걸어 감행했던 일 등이 사대부들의 시대 참여 정신을 잘 보여준다.
이는 도덕교육이 오늘의 시대에 산재해 있는 정치․교육․외교․사회․문
화 등의 시대적 우환들에 학문을 탐구하는 지식인들이 사명의식을 품고 현
실 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2) 도구적 가치 지양(止揚)
서원교육은 재물과 명예 등 입신양명의 출세 등의 도구적 가치로 전락
하지 않은 공부를 지향했다. 남송 당시는 과거제도가 능력 본위의 인재양
성의 기능에서 멀어져, 점차 관리를 뽑기 위해 획일화된 문장 연습이나 생
산적인 논의가 결여된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이 널리 퍼져 있었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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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귀족 계급 자제에 대한 예우로 과거제도의 본래 취지가 붕괴되는 현상
도 발생하고 있었다. 과거 시험의 목적은 유학이 추구하는 인재를 선별하
는 것이고 이를 위해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
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창조적 성찰과 반성의 공부가 아닌 시험 자체의 패
턴을 공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 상황에
서 획일화된 입시를 위한 틀에 짜여진 공부는 본래 송대 과거제도의 부작
용에서 유래한 것인데, 여전히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놀라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송 사대부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서원교육을 통해 과거시험 통과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정한 학문 탐구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
을 했다. 장식은 서원교육을 통해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상
에서 천리(天理)를 체험하는 실천위주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인간을
성선(性善)의 존재로 보고 인(仁)을 하나의 원리[愛之理]로 보아 그 원리를
붙들고 진력하게 하는 유학 본래의 인간 교육을 추구했다. 여조겸은 서원
교육을 통해 독서를 통한 다방면의 학식 배양·나라를 다스림·수양공부 각
각을 강조함과 동시에 삼자 간의 균형을 추구하였으며 특히 수양 공부에
있어서 내적 체험[內聖]과 현실 참여[外王]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였다. 육구연은 특히 마음[本心]의 확립에 주목하여 인간의 마음에 이미
있는 사단(四端)을 확충함으로써 완전한 도덕성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고,
따라서 서원교육에서 존덕성(尊德性) 공부를 강조했다. 이는 성인의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이상을 유학자들이 공유했음을 말해준다. 즉, 서원
은 도덕적 수양과 이상적 인간상 확립을 위한 성찰과 강학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첨병의 역할을 했다.
3) 교류와 소통: 열린 토론 문화
서원은 공통된 비전과 학술 내용을 공유하는 교육 공동체인 동시에 다
른 의견을 지닌 공동체와의 토론의 장이 되어 창조적인 학문과 문화의 형
성에 기여했다. 본문에서 논의한 대로 남송에서의 서원은 사대부들이 강학
(講學)을 통해 도학(道學)을 전수하는 사교육 기관이었는데, 나아가 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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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들이 자신의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물을 집약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학술 공동체였다. 이들은 같은 학문적 지향점을 공유한다
고 해도 강조점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학적 취향이 다양하게 전개되
었고 심지어 서로 부딪히는 관점도 있었다. 이때 서원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대부들 간의 토론 및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조겸이 주희와 육구연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서 학술적 근거지였던
서원에서 상호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하늘
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성(性), 즉 사덕[仁義禮智]이 인간을 도덕적 완성
으로 이르게 하는 이치[理]가 되어야 한다는 주희의 관점과 하늘로부터 부
여받은 것은 마음[心]이고 그것이 곧 도덕의 기준[理]가 된다고 보았던 육
구연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결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
다. 그들은 서원교육을 통해 인격의 완성자[聖人]에 이르고자 하는 같은 비
전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 노선에 있어서 학술적으로 상당부분 상치되었
다. 서로 다른 관점들이 부딪히는 첨예한 지점들을 순화시키고 갈등요소들
을 상쇄시키는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서원이 기능했던 것은 교육공동체의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편향된 하나의 관점에 갇혀 있지 않고 토론을 통해
상호 교류하는 오늘날 교육 문화의 모태가 된다. 나아가 교육 공동체들은
상호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지속가능한(sustainable) 창조적 발전을 성
취할 수 있는 논의와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
다.
4) 도덕 공부 자체가 공부
서원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가치 있는 것은 공부자체가 인격 완성을 위
한 공부였다는 점이다. 사대부들에게 공부라는 것은 인격의 완성에 이르기
위한 끊임없는 수양의 과정이었다. 성리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분명 방
대한 교과목이 있었고 다양한 가치들이 혼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
는 공부는 인격의 완성이었고, 그것이 곧 세상을 경영하는 가장 실질적인
원리가 된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추이를 보면,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격교육을 도외시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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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인 학문을 마치 유행에 따라 쇼핑하듯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유학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세상의 실질적인 경영이라는 점에서 ‘실용’
인데, 이는 물질적이고 도구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실용’이 아니
라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간을 완성하고, 인간이 구유하고 있는 선한 요소
를 발현하여 인간 공동체의 삶에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실
용’이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인간을 신뢰하고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본래 목표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도덕교육
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실상 모든 교육에 앞선 핵심 목표로 자리 잡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격의 완성에 이르는 교육을 간과한 채, 물질적 풍요
나 도구적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육은 결국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서원교육이 추구했던 인간의 회복과 완성은
오늘의 우리가 학문을 추구하고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종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3. 사대부 수양공부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사대부들이 진정한 학문의 길을 추구하면서 제시하고 적용했던 수양공
부는 학문의 목적을 상실한 채 무분별한 배움의 홍수 속에서 표류하는 지
식인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과목으로서의 도덕 교과는 그러한 시사점들을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도덕 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올
바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며,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력 및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도덕 교과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도덕
적 앎과 실천의 병행, 구체적인 삶에의 책임과 의무, 도덕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 ‘가치관계 확장법’에 의한 공동체 윤리 등인데, 이에 대한 근
거 및 시사점 등은 서원교육에서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수양공부 속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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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송 사대부들의 서원교육 속에서 추구했던 학문
의 방법 중 도덕 교과에 적용되어야 할 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
구자는 서원교육의 네 가지의 도덕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식의 선찰식후함양(先察識後涵養)
장식은 중화설(中和說)을 바탕으로 ‘선찰식후함양(先察識後涵養)’을 중요
한 수양공부로 강조했는데, 이는 도덕 교과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윤리’를
함양하는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장식이 말했던 ‘찰식’이란 ‘마음의 단초
를 잘 살펴 알아야 한다[察識端倪]’는 의미, 즉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
은 인의예지[四端]의 도덕심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장식은 찰식
의 공부가 선행되고, 이후에 성(性)이 사단의 정(情)으로 발현되는 마음의
함양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장식이 결국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마음
의 수양이 생활경험들로 발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부를 의미했는
데,176) 이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게 한다’는 도덕
교과의 목적에 부합한다.
장식이 서원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공부 방법은 일상에서 양심
[本心]의 싹틈을 잘 살피고 선하지 않은 마음과 구분하여 이를 확충하고
발양하는 것[下學而上達]이었는데, 이는 도덕 문제가 특정 상황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일상생
활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고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도덕 교
과의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도덕적 행위란 일상에서의 삶과 괴리되어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에
만 발휘되어야 할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발현되어야 할 태도이다. 이 때 선찰식후함양의 수양론은 인간이 일상의
모든 삶에서 도덕적 행위를 드러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도덕 교과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전인적 인간 교육을 담당해
야할 당위성과 인성교육의 첨병임을 뒷받침해 준다.
176) 소현성, 「장식의 중화설」, 동양철학, 제22집, 2004.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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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덕 교과에서 이루지는 교육이 유학, 특히 성리학에서 인간을 선
한 도덕적 단서를 지닌 존재로 보았던 점에 착안하여 인간성에 대한 신뢰
를 바탕으로 도덕심을 발양하는 방향으로 도덕 교육을 시행해 나갈 때, 학
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 세태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학
생의 인간성을 신뢰하고 발양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도덕 교과에서 인간성에 대한 성찰과 그것을 바탕으로 선한 도
덕적 단서를 스스로 함양하는 교육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한
다.
2) 여조겸의 지양(指養)과 찰식(察識)
여조겸이 강조했던 지양(指養)과 찰식(察識)의 병진(竝進)은 도덕 교과
에서 ‘인격의 내적 함양과 실천적 행동의 양면 공부’가 균형을 맞추어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내성(內聖)과 외왕(外王)이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은 유학자들 전반이 공유했던 가치였는데, 여조겸은 조화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히 지식습득과 실천의
조화에 강조점을 두었다. 여조겸에 따르면 인식의 완성과 부단한 실천은
상호 발동하는 것으로, 공부란 애초부터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며,177)
치지와 역행은 별개의 두 가지 것이 아니라 실천은 또한 인식을 완성시키
는 기반이라고 보았다.178)
도덕 교과에서 목표로 삼고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앎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도덕 교과의 교육을 통해 도덕적 양심과 지식 공부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
동을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도덕
교과는 도덕적 원리나 사상들을 습득하는 공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실제의 삶에 앎을 실천으로 옮기는 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도덕 교과의 시험 점수가 더 높다고 해서 더 도덕적인 인간인지
는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시수의
177)『呂東萊文集』, 卷4, 「與朱侍講」.
178)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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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나 한 학급에 속한 학생 수 포화 등의 현실적 상황을 볼 때 불가피
한 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교과의 목적이 결
국에는 실천으로 발현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치지(致知)와 역행(力行)의 병진을 강조한 여조겸의 수양론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도덕 교과에서 치지와 역행, 즉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이 균형이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평가 방법을 정립을 통해 실현해 갈 수 있다. 도
덕․윤리과는 단지 ‘인지적’인 측면만을 다루는 과목이 아니라 ‘정서적’ 영
역과 ‘행동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과의 목적과 수업 실행,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전인적 기준과 준거 틀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덕 교과의 평가는 양적 평가로서의
지필평가와 질적 평가로서의 수행평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필 평가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위주로 되어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인간관계 속에서의 형성되어야 할 도덕적인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고 하기 힘들다. 한편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 고민과 성찰을 하게
해주는 내용보다는 특정 학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게끔 하는 문
항들이 많다는 점에서 도덕성 발달이라는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영역에서는 도덕적 앎이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독려함으로써 학
생들이 도덕 공부의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육구연의 심즉리(心卽理)와 존덕성(尊德性)
육구연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本心]을 보존하고 기르며 되찾는 것
을 강조한 심즉리(心卽理)와 마음을 온전히 실현하는 존덕성(尊德性) 공부
는 도덕 교과에서 ‘마음공부’ 즉, ‘양심에 근거한 내면 성찰’의 방식으로 실
현될 수 있다. 이는 도덕 교과에서 내면을 성찰하는 공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와 학생들이 도덕적인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육구연은 특히 맹자의 사상 중에서 마음[心]의 측면을 강조하여, 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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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도(道)의 전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179) 그것은 바로
인의예지(仁義禮智) 즉, 4단(四端)이라 하였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도덕
심(道德心)을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육구연은 그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본래의 마음[本心]을 온전히 자각할 때 사람은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곧 마음이며,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
곧 이 마음이다. 사람에게는 모두 이 마음이 있으며 마음에는 모두 이 이치
가 있으니, 마음이 곧 이치이다.”180)
육구연에 따르면 도덕심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다만 이 ‘마음’을 따
르려는 수양이 선행된다면 도덕적 실천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양간은 부채를 파는 사람의 송사를 맡아
곡직(曲直)을 판결하여 끝낸 뒤, 스승에게 본심에 대해 물었다. 선생은 양
간에게 ‘부채의 송사를 판결하였다고 들었는데, 옳은 것은 그 옮음을 알고
그른 것은 그 그름을 아는 것이 자네의 본심이다’라고 말하여, 양간이 홀연
히 크게 깨달았다.”181) 여기에서 본심이란 곧 ‘양지’ 혹은 ‘양심’으로, 이 양
지를 통해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양지
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다면 도덕 교과는 학생들이 도덕적 본성인 ‘양심’
을 자각하고 그 양심에 근거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인격 교육은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도덕적 주체로서 스스로 도덕적 판단
을 내릴 수 있도록 수양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답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덕적인 본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발양하는 것
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도덕 교과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확립하여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9)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 이혜경 역『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400쪽.
180)『陸九淵集』, 卷11, 149쪽.
181)『象山全集』, 卷36,「年譜」, “…偶有鬻扇者訟至于庭 敬仲斷其曲直訖 又問如初 先生曰 聞適來扇
訟 是者知其爲是 非者知其爲非 此卽敬仲本心 敬仲忽大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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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희의 오륜(五倫)과 격물궁리(格物窮理)
주희가 서원교육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오륜(五輪)을 강조한 것
은 도덕 교과에서 ‘친친(親親)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윤리’를 확립
하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도문학 공부, 즉 격물궁리(格物窮
理)의 공부를 강조한 것은 ‘도덕적 이기주의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덕적 준거의 틀을 확립하도록 하는 공부’가 이루어져 함을 보여준다.
먼저, 오륜 관계의 강조는 도덕 교과에서 강조하는 ‘가치관계 확장법’에
의한 윤리 교육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보듯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시작으로, ‘우리·타인’,
‘사회·국가·지구공동체’, ‘자연·초월적 존재’의 영역을 나누어 학생들의 도덕
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희가 역설한 오륜은 ‘나’에서 출발하여 누
구나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일반’에로 확대
되어 나가는 방식의 유학의 차등애(差等愛)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들 사
이의 관계에 관련된 윤리, 즉 공동체 윤리가 곧 유학적 인간관의 근본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82) 이는 가치관계 확장법에
의한 인성 함양 교육을 해야 하는 도덕 교과의 근거를 제시해 줄 뿐만 아
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 차등적 윤리를 바탕으로
‘공동체 윤리를 확립’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유학에서 성인에 이르기 위한 자기 수양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구
복적(求福的) 행위나 타인 및 세계와 단절된 고립무원을 형성하는 것이 아
닌,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덕 교과는 가까운 데
에서부터 먼 곳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친친(親親)윤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적절한 공동체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결국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자
각하게 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에 근거한 잘
못된 자유 개념이 팽배해져 가는 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
점이 있다.
182) 김병환,「유가의 친친윤리와 묵가의 겸애윤리에 대한 다윈주의적 독해」, 『범한철학』, vol.54,
범한철학회, 2009.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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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균형을 추구하되 도문
학 공부, 즉 격물궁리(格物窮理)와 폭넓은 독서를 중요하게 여겼던 주희의
수양론은 자신의 마음이 곧 도덕적 준거[心卽理]라는 육구연 심학에서 초
래할 수 있는 도덕적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공부가 될 수 있다. 주희는 인
간이 선한 본성을 구유한 존재라는 성즉리(性卽理)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
여 인간이 도덕적인 단서를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는 존덕성을 확립해야 함
을 강조하면서도, 격물치지로서의 도문학이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육구연의 심학 속에는 자신의 마음 자체가 규준[心卽
理]이 되어 윤리가 서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대주의는 물론 심지어는
자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식의 극단적
도덕적 이기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 서양의 개인주의가 유입되면서 ‘자유’의 개념이 확산되고 뿌
리를 내리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대체로 ‘타인으로부
터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서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되어, 사회 윤리가 바로 서
기 어렵게 한다. 진정한 자유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근거가 되는 규
준 속에서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저 하늘이
만백성을 낳을 때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물이란 형체요, 법칙이란 이치
이다. 형이란 형이하의 것이요, 리란 형이상의 것이다. 사람이 태어남에 진
실로 능히 이 물이 없을 수 없는데, 그 물의 리를 밝히지 못하면 성명의
올바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사물의 마땅함에 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
시 이 물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183) 이에서 보듯 주희가 강조한
도문학의 격물궁리 공부는 사회가 통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도덕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시행되어야 한다.
183)『朱文公文集』, 卷44,「答江德功第二」, “夫天生烝民, 有物有則. 物者形也, 則者理也, 形者所謂
形而下者也, 理者所謂形而上者也. 人之生也, 固不能無是物矣, 而不明其物之理, 則無以順性命之正而
處事物之當. 故必卽是物以求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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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학문을 탐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
하기 위해 북송 과거제도와 남송 서원교육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사대부들
의 정체성이 교육의 목적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그 당시의 사대부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과 방법들을 통해 학문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추
구해 나갔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 그 길을 제시해야한다는 교육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교과로
서의 윤리·도덕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과 교육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학문의 참된 목적과 인격 수양을 간과한
채 맹목적으로 ‘지식 습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문의 길을
끊임없는 걷는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시대
적 사명의식을 앞세워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공부의 핵심적 근간으로 삼았
던 유학자들의 정체성과 문제의식은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한 핵심적인
시사점이었다.
본론 2장에서는 중국 역사에서 인재 등용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으로 전
개되었는지를 논의하고 북송의 과거제도가 그 이전의 인재 등용과는 획기
적으로 다르게 북송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시대적 키워
드였음을 지적하였다. 또 북송 신유학(新儒學)의 사대부들을 분류하는 관점
에 대한 기존 주자학적 관점, 즉 북송오자 중심의 논의에서 탈피한 시각을
부각시키면서 구양수(歐陽脩), 왕안석(王安石), 사마광(司馬光), 그리고 정이
(程頤) 등의 사대부들이 과거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논의함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인재등용 문화와 학문의 목적을 정립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양수는 고문(古文) 운동을 통해 고대 이상 사회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도 북송 시대에 맞게 과거제도를 구비하고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왕안석과 사마광은 정치적 제도의 확립이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고 여겼는데, 그들은 각각 신법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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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노선으로 인해 대립했다. 왕안석은 고대를 재
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립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실행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과거제도의 개혁이라
는 노선을 택했고, 사마광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필요는 없다
고 보아 인위적으로 과거제도 등의 사회개혁을 하기보다는 각 구성원이 천
리에 부합하는 도덕적 질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정이
는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 곧 인간의 이치[理]이고 도덕성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는 수양을 해 나가는 것이 관리로 임용되는 것보다 더 근본이며 근
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의 사상은 남송 서원교육을 주도했
던 도학자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3장에서는 서원이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추이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서원교육이 남송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인 이유
를 추적하고, 남송의 4대 서원이라고 불리는 악록서원·여택서원·상산정사·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장식(張栻)·여조겸(呂祖謙)·육상산(陸象
山)·주희(朱熹)의 서원교육론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보였던 학문적 정체성
을 논의하였다.
장식은 유학자로서 이단의 학설이었던 불교와 도교의 영향에 대한 유학
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세우고자 노력했다. 특히, 인
(仁)을 사랑의 원리[愛之理]로 파악하여 유학이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는 일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원교육은 유학의 원리가 습득되는 강학공간이 되
어야 한다고 믿었다. 여조겸은 다방면의 독서를 통해 풍부한 학식을 배양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향으로의 수양공부를 강조했던 지
식인이자 유가 공동체, 특히 도학 공동체의 조화와 통일을 찾고자 많은 노
력을 기울인 사대부였다. 그는 학술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방면에 치우진
공부를 경계하여 균형을 추구하였고 인간적으로는 학술 공동체 간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원교육 문화를 창달했다. 육구연은 상산정사
를 중심으로 심즉리-성즉리, 도문학-존덕성, 무극의 문제 등의 주제로 주
희와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강조점을 다르게 두는 논적의 관계였으나, 한
편으로는 도덕성의 완성이라는 같은 비전을 공유한 도학 공동체 내의 창조
적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서원교육이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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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주희는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진
정한 학문의 이상, 즉 인격의 완성체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는 그가 다른
도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근본 목적으로 공유했던 부분 중 하나였다.
그런데 주희가 보였던 특징적인 면은 유학의 부흥을 추구했던 송대 신유학
의 범위에서 도학을 걸러내고, 다시 그 안에서 리와 기를 바탕으로 한 성
리학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정주학이라는 계보를 기획하고, 그것을 하나로
종합하여 주자학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구체화해 나갔다는 점이다. 주
희는 도덕 공부가 곧 지식공부이며 인간 공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서원교
육을 통해 실현해 내고자했다. 그는 유학 외적으로는 도교와 불교와의 경
쟁에서 유학이 우위를 점하고, 유학 내적으로는 특히 도학 공동체 내에서
지나치게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진량, 섭적 등의 사공학(事功學), 마음
을 성으로 파악하여 윤리의 객관적 성립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육구연 등의
심학을 배재해 나가는 방식으로 유학자로서의 시대적 고민과 이상을 실현
해 나갔다.
4장에서는 과거제도와 서원교육이 주는 도덕교육적 시사점들을 논의하
였다. 북송의 과거제도를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당
시 교육과 학습의 홍수 속에서 단순히 시험의 통과만을 위한 단편적 지식
의 습득이 아니라 학식과 인격이 겸비된 지식인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서 도덕교육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창조적 학문탐구의
동기를 부여한 북송 과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역사의 거대한 문화변혁
을 가져왔듯이 오늘날의 평가제도가 천편일률적 답안을 양산하는 것이 아
닌 전인적 인간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역할을 도덕교육
이 가장 적절하게 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남송 서원교육을 통해 네 가지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
다. 첫 번째는 지식인들이 현실의 문제와 괴리되지 않고 시대참여적인 학
문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학문을 탐구하는 목적이
입신양명의 출세라는 도구적 가지에 매몰되지 않고 그 분야의 창조적 발전
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세 번째는 서원교육을 통
해 사대부들이 생산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해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처
럼 학문탐구의 과정이 고여 있는 물이 되지 않고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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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었고, 네 번째는 서원교육에서 이
루어진 공부는 그 자체로 도덕 공부였다는 점이었다.
또한, 사대부들이 서원교육을 통해 강조했던 수양 공부의 방법들은 도
덕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과의 목표에 근거를 제공하며, 교육 내용에도 방
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장식이 주장한 ‘선찰식후함양(先察
識後涵養)’의 수양공부는 ‘일상생활에서의 윤리’를 함양하는 것이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여조겸이 강조했던 지양(指養)과 찰식(察識)의 병진(竝進)은
‘인격의 내적 함양과 실천적 행동의 양면 공부’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육구연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本心]을
보존하고 기르며 되찾는 것을 강조한 심즉리(心卽理)와 마음을 온전히 실현
하는 존덕성(尊德性) 공부는 학생들이 도덕적 주체로서 ‘마음공부’ 즉, ‘양
심에 근거한 내면 성찰’을 하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주희가 오
륜(五輪)을 강조한 것은 도덕 교과에서 ‘친친(親親)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윤리’를 함양하도록 해야 함을, 도문학(道文學)·격물궁리(格物窮理)
의 공부를 통해 ‘도덕적 이기주의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덕적 준
거의 틀을 확립하도록 하는 공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유학이 지향했던 세간(世間) 경영(經營)은 인격의 완성과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학문을 탐구하는 우리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
격의 완성을 지향하는 학업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교육의 최종 지향점을
시대적 사명에 맞게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인성 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조적
으로 제시해야할 것인데,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서원교육이 도덕교육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오늘날 지식기사적 모습을 보이는 배우는 자들[學
者]은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했던 도학자들의 학문 연마에서 스스로를 반
추해보고 반성해 자신을 완성[成己]시키기 위해 노력(努力)해야 한다. 우리
는 이를 위해 살아가는 배움의 생명[學生]이다.

- 107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및 번역본
『論語』『二程全書』『范文正公全集』『定性書』「識仁篇」『道命錄』
『近思錄』『朱子集』『朱文公文集』『南軒集』『陸九淵集』『象山先生全
集』『呂東萊文集』
강봉수,『유교도덕교육론』, (서울: 원미사, 2001).
고지마 쓰요시, 신현승 역,『사대부의 시대』, (서울: 동아시아, 2004).
곽제가, 이경자 역,『중국의 고대학교』, (서울: 원미사, 2004).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
원, 2005).
구자억,『중국교육사』, (서울: 책사랑, 1999).
김경식,『중국교육사략 上』, (서울: 장서원, 2009).
김기주 외,『공부론』, (서울: 예문서원, 2007).
김길락,『상산학과 양명학』, (서울: 예문서원, 1995).
금장태,『유학사상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김정, 강길중 역,『중국문화와 과거제도』, (대구: 중문출판사, 1994).
김충열,『동양사상산고 2』, (서울: 예문지, 1994).
,『유가윤리강의』, (서울: 예문서원, 1994).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김학주,『맹자』, (서울: 명문당, 2002).
노사광, 정인재 옮김, 『中國哲學史 : 宋明篇』, (서울: 탐구당, 1989).
동양고전연구회, 『논어』, (서울: 지식산업사, 2005).
두유명, 정용환 역,『뚜 웨이밍의 유학 강의』, (서울: 청계, 1999).
- 108 -

마노센류, 이석주 역,『주자와 왕양명』, (서울: 학고방, 2010).
미조구치 구조, 동국대동양사연구실 역, 『중국의 예치시스템』, (서울: 휴
먼필드). 2001.
몽배원, 홍원식 외 역,『성리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8).
, 김용섭 역,『중국철학과 중국인의 사유방식』, (서울: 철학과 현실
사, 2005).
모종삼, 정인재 외 역,『中國哲學特講』, (서울: 형설출판사, 1985).
미우라 도우사꾸, 강봉수 역,『중국윤리사상사』, (서울: 원미사, 2007).
박상철,『유학의 도덕교육이론』, (서울: 성경재, 2003).
박연수,『중국인의 지혜』, (서울: 집문당, 2008).
방립천, 박경환 역,『중국철학과 인성의 문제』, (서울: 예문서원, 1998).
벤자민 슈워츠, 나성 역,『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서울: 살림, 1996).
북경대철학과연구실, 홍원식 역,『중국철학사』, (서울: 간디서원, 2005).
변원종,『朱子學과 陸王學』,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송영배,『제자백가의 사상』, (서울: 현음사, 1994).
송재운,『덕성함양의 전통적 방법론』,(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시마다 겐지, 김석근⋅이근우 역,『朱子學과 陽明學』, (서울: 까치, 2008).
쓰치다 겐지로, 성현창 역,『북송도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6).
안은수,『정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1).
양재열,『유교와 인간주체의 철학』, (서울: 동아시아, 2000).
앤거스 그레이엄, 나성 역,『도의 논쟁자들』, (서울: 새물결, 2003).
, 이현선 역,『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서울: 심산,
2011).
역사학회,『과거』, (서울: 일조각, 1981).
오금성,『중국의 과거제와 그 정치․사회적 기능』, (서울: 일조각, 1981).
우야철인, 손영식 역,『송대 성리학사 1,2』(울산: 울산대출판부, 2005).
유교사전편찬위원회,『유교대사전』, (서울: 박영사, 1990).
유명종,『성리학과 양명학』,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4).
이상은,『유학과 동양문화』, (서울: 범학도서, 1976).
임수무 외,『공부론』, (서울: 예문서원, 2007).
- 109 -

임헌규,『유가의 심성론과 현대 심리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1).
위잉스, 김병환 역,『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서울: 동아시아, 2007).
장덕린, 박상린외 역,『정명도의 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4).
정순목,『中國書院制度』, (서울: 문음사, 1990).
정창우,『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6).
정창우 외,『도덕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고양: 인간사랑, 2009).
조긍호,『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서울: 지식산업사,
2007).
조현규,『동양윤리사상의 이해』, (서울: 새문사, 2002).
존 샤피, 양종국 역,『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 (서울: 신서원, 2001).
중국철학회,『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9).
진래, 안재호 역,『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1997).
, 이종란 외 역,『주희의 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2).
진순, 박완식 역,『성리자의』, (서울: 여강, 2005).
진영첩, 표정훈 역,『진영첩의 주자 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진정, 김효민 역,『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2003).
채원배, 김용섭 역,『중국윤리학사』, (서울: 새문사, 1990).
팡둥메이, 정인재 역,『중국인이 보는 삶의 세계』, (서울: 이제이북스,
2004).
하병체, 조영록 외 역,『중국과거제도의 사회사적 연구』, (서울: 동국대학
교 출판부,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덕성함양의 전통적 방법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98).
한국철학사상연구회,『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5).
풍우란, 박성규 역,『중국철학사 上』, (서울: 까치, 1999).
피터 볼, 심의용 역,『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
, 김영민 역,『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
황갑연,『공맹철학의 발전』, (서울: 서광사, 1998).
한형조,『왜 동양철학인가』, (파주: 문학동네, 2009).
한형조 외,『유교의 공부론과 덕의 요청』, (서울: 청계, 2004).
- 110 -

호이트 틸만, 김병환 역,『주희의 사유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2010).
2) 논문
고광민,「歐陽脩의 韓愈 受容 硏究」,『중국어문학논집 제30호』, 2005.
고재석,「陸九淵의 講學活動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53집, 2008.
,「朱熹와 陸九淵의 白鹿洞書院모임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
61집, 2010.
김미영,「宋明理學의 性格究明을 위한 방법론 모색」,『철학』 60집, 1999.
김민철,「육구연의 심즉리체계」,『철학논구』, 서울대학교철학과, vol.27,
1999.
김병환,「유학의 부흥과 이단의 그림자」,『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
문서원, 1999).
,「맹자의 도덕생명 사상- 맹자 이전의 본성론과 비교하여」,『범한
철학』 23집, 범한철학회, 2001.
,「유가윤리사상에 대한 도전과 성찰」,『도덕윤리과교육연구』,
vol.28,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8.
,「유가의 친친윤리와 묵가의 겸애윤리에 대한 다윈주의적독해」,
『범한철학』, vol.54, 범한철학회, 2009.
,「1980년대 중반 이래 미국 송대 사상의 연구」,『오늘의 동양사
상』,vol.12, 예문 동양사상연구원, 2005.
금교영,「한국인성교육의 사례분석과 유기체론적 통합교육론」,『윤리교육
연구』, vol.5, 한국윤리교육학회, 2004.
등홍파, 남민수 역,「서원과 이학의 일원화」, 민족문화논총, 제28집, 2003.
,「한․중․일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7.
,「83년 이래 중국의 서원연구」, 한국학논총, Vol.29, 2007.
박경환,「공부방법론으로서의 존덕성과 도문학」,『中國哲學』, vol.4, 중국
철학회, 1994.
,「주자학적 도학의 완성과 사상적 도전들」,『역사 속의 중국철
- 111 -

학』, 예문서원, 1999.
박혜준,「봉사학습의 도덕교육적 함의와 교사의 역할」,『도덕윤리과 교육
연구』 vol.31,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0.
서윤석․김선희,「唐 韓愈와 朝鮮 正祖의 ‘文論’에 대한 考察」,『중국인문
과학 제40편』, 2008.
소진형 외,「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도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소현성,「장식의 중화설」, 동양철학, 제22집, 2004.
손인수,「한국교육사상사의 전개과정과 전망」, 한국교육사학, Vol.9, 1987.
손영식,「주희와 육구연의 철학적 논변」,『哲學硏究』, vol.26, 철학연구회,
1990.
송하경,「육상산 심학의 학문방법」,『공자학』, vol.1, 공자학회, 1995.
심의용,「북송 시대 사대부들의 변화와 정이천 철학의 특성」, 『동서철학
연구』제36호, 2005.
안영석,「상산심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儒家心學의 도덕적 인식과 실천」,『哲學論叢』, 1999.
오헌필,「王安石과 蘇軾의 정치와 문학」, 中國文化硏究 第15輯, 2009.
이남희,「과거제도, 그 빛과 그늘」, 『오늘의 동양사상 제18호』, 2008.
이범학,「王安石 改革論의 形成과 性格」, 『東洋史學硏究 第18輯』, 2009.
,「司馬光의 「正名」思想과 人治主義의 展開」, 『東洋史學硏究 第
37輯』, 1991.
이상해,「陶山書堂과 陶山書院에 反影된 退溪의 書院 建築論」, 退溪學報
第110輯, 2001.
임진호,「北宋代 辭賦體制의 革新과 歐陽脩의 <秋聲賦>」, 『중국인문과학
제31집』, 2005.
임현숙,「왕안석의 과거제도개혁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82.
정낙찬,「朱熹의 書院敎育方法論」, 敎育哲學 제24집, 2003.
정낙찬·김홍화,「한․중 초기 서원 교육 비교」, 2005.
정인재,「육상산의 심학」,『철학연구』, vol.9,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112 -

1985.
정창우,「도덕과 내용 구성 원리의 쟁점과 개선 방안」,『도덕윤리과교육연
구』, vol. 2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9.
주한민,「中國 書院의 歷程」, 한국학논총, Vol.29, 2007.
진영석,「도덕교육에서의 知와 行의관계: 주희와 왕양명의 관점」,『道德敎
育硏究』,vol.18,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2007.
최일범,「유교수양공부론의 현대적 해석」,『東洋哲學硏究』, vol.23, 동양
철학연구회, 2000.
하원수,「宋代 士大夫論」, 『講座 中國史Ⅲ』, 지식산업사, 1989.
,「唐代의 進士科와 士人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함현찬,「성리학의 태동과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동양철학연구 제67집,
2011.
황성규,「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동양윤리 영역에 대한 반성적 성찰
과 새로운 방향성 탐색」, 『도덕윤리과교육』, vol.28, 한국도덕
윤리과교육학회 2009.

2. 국외 문헌
1) 단행본
Graham, A. C, Two chinese philosophers , (London: Lund Humphries,
1958).
De Bary, W. T, The Message of the Mind in Neo-Confucian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Creel, H. G, Chinese Though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Chinese Thought from Confucius to Mao
Tse-Tung,(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Chai,
- 113 -

Ch'u, Confucianism, (Newyork: Woodbury, 1973).
Ivanhoe, P. J, Confucian moral self cultivation,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0).
, Ethics in the Confucian tradition: the thought of Mengzi
and Wang Yangming, (Indiana: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2).
Wing-Tsit Chan, Instrucions for Practical Living and Other
Neo-Confucian Writings by Wang Yang-Ming,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 Meeting of Minds : intellectual and religious interaction
in East Asian traditions of thought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Wright, A. F, Studies in Chinese Though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2) 논문
Cua, A. S, "Reflections on the Structure of Confucian Ethics",
Philosophy East and West, vol.21, 1971.
De Bary, W. T, "The Confucian Tradition and Public Discussion", China
notes, vol.27, 1989.
Cheng, Chung-ying, "Unity and Creativity in Wang Yang-ming's Philosophy
of Mind", Philosophy East and West, vol.23, 1973.
Bloom, Irene, "Human Nature and Biological Nature in Mencius", Philosophy
East and West, vol.47, 1997.
Tillman, Hoyt Cleveland, "A new direction in confucian scholarhip:
approaches to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Neo-Confucianism
and Tao-hsüeh", Philosophy East and West, vol.42, 1992.
James Legge, "The works of Mencius", The Chinese Classics, vol.2,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60)
Lee, Jig-chuen, "Wang Yang Ming, Chu Hsi, and the Investigation of
- 114 -

Things", Philosophy East and West, vol.37, 1987.
Nivison, D. S, "Moral decision in Wang Yang-ming: The problem of
Chinese 'existentialism'", Philosophy East and West, vol.23,
1973.
, "Mencius and Motiv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 vol.47, 1979.
, "The Ways of Confucianism: Investigations in Chinese
Philosophy", The Journal of religion, vol.80, 2000.
PEI-Jung Fu, "Human nature and Human Education", Chinese foundations
for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Washington:
The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1991).
Peter Kun-yu Woo, "The Metaphysical Found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oral Education", Chinese foundations for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Washingtion: The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1991).
T'ang, Chun-i, "The Criticism of Wang Yang-ming's Teachings as
Raised by his contemporaries.", Philosophy East and West,
vol.23, 1973.
Wing-tsit Chan, "The Evolution of the Confucian Concpet Jen",
Neo-confucianism, (Massachusetts; Oriental society, 1969).

- 115 -

【ABSTRACT】
A Study on Identity of the Nobility As seen In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and Confucian Academy Education
Kim, GyungSeok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pursued
through learning?" by explaining it through the Chinese Song's
Confucians' academic identity and by deriving mor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This paper thus historically examines the Northern Song's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and the Southern Song's
Confucian Academy education, explains the identity that the then
nobility pursued, thus explor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learning and
offering the implications that moral education should undertake.
In the Northern Song period, unlike the Tang's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that reproduced a lot of aristocrats, the competence-based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llowing the
nobility to pursue studies earnestly. Also, in the Southern Song period,
Confucian Academy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government-led
studies, was promoted by the nobility. By examining the
nobility-pursued identity through the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and Confucian Academy education, this paper seeks to discuss
that the then nobility tried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learning,
namely, the perfection of personality, instead of using learning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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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to succeed in the world. It further discusses the purpose of
learning and discipline methods that they pursued.
First, the Northern Song nobility identity is discussed. Qu-yang
Hsiu saw that the Northern Song should aim for the ancient ideal
society, and yet the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uit the state's times, while the nobility should pursue
the perfection of the moral personality. Wang An-shih and Ssu-ma
Kuang believed that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systems was close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an ideal society. Wang An-shih held the
position that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in particular, that th ideal society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reform
of the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Ssu-ma Kuang held the
position that it was more important for every member of society to
follow the moral order that corresponds to the heavenly way rather
than to establish the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Ch’eng I
believed that to realize the heavenly way was the humans' way, while
it was more important to continuously discipline oneself for the
perfection of morality rather than to be appointed as government
officials. His thought triggered the creation of scholars of Way who
led Confucian Academy education in the Southern Song.
The identity of Southern Song nobility is explained. Chang Shih
endeavored to firmly establish theoretical foundations for Confucianism
against the influence of Buddhism and Taoism. Lü Tsuch'ien
emphasized the discipline and study method by which to foster learning
in diverse fields, and to use such learning in nurturing the state's
political talents. Lu Chiuyüan differed from Chu Hsi about theories
such as the mind being the heavenly way - human nature being the
heavenly way -, literature of Way - respecting humans' original
goodness, and Ultimate of Non-being, while sharing the vision of
perfection of morality. By improving the educational system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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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Confucian Academy education, Chu Hsi sought to
foster the true ideal of learning, namely, the perfection of personality.
He planned the genealogy of moral philosophy within the scope of the
neo-Confucianism that pursued the revival of Confucianism in the Song
period. He established the Chu Hsi study system to create
Neo-Confucianism based on reasoning and energ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moral education implications of the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and Confucian Academy
education are discussed. Regarding the implications of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the first system is to acquire knowledge
only for passing the examination, but to pursue the man of knowledge
equipped with learning and good personality. The second implication is
to require that today's evaluation system should nurture wholesome
humans instead of mass-producing the same stereotyped answers.
Regarding the implications of Confucian Academy education, the first
implication is to require intellectuals to pursue academic studies geared
toward engaging in reality. The second implication is to pursue learning
for creative development in whatever fields. The third implication is to
pursue the academic exploration geared toward the development of
learning through mutual criticism and discussions. The fourth
implication is to understand that learning itself done through Confucian
Academy education is training in morality.
On the other hand, the nobility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the
discipline learning theory could suggest the foundations of morality and
goals, and the direction for educational contents. Chang Shih's discipline
method of examining oneself before acquiring and fostering knowledge
is to discuss the fostering of ethics in daily life. Lü Tsuch'ien's
co-pursuit of discipline and knowledge is to emphasize the balance of
nurturing inner personality and practical action. Lu Chiuyüan's theory
of mind being the heavenly way and respecting humans'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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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 is to emphasize the inner introspection based on conscience.
Chu Hsi's emphasis of Five Moral Principles is to pursue community
ethics based on ethics of respecting people around us, and the study of
literature of Way and of things and nature is to shed the moral egoism.
Keyword : Government official examination system, Confucian Academy
education, Qu-yang Hsiu, Wang An-shih, Ssu-ma Kuang, Ch’eng I,
Chang Shih, Lü Tsuch'ien, Lu Chiuyüan, Chu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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