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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 머리말: 김용겸(1702~1789)의 생애

金用謙은 낙론의 핵심 가문이었던 안동 김문 출신이다. 부친 金昌緝은 명한 

六昌의 다섯째 다. 김용겸은 늦둥이로 태어나, 꽤 장수하여 만 87세에 운명했

다. 서기로는 1702년(숙종 28)에서 1789년(정조 15)이다. 후 의 기 이긴 하지

만, 그의 삶은 오로지 18세기에 머물 다. 비록 문집을 남기지 못했지만, 散見되

는 자료에 기 한 2편의 논문1)이1)있을 정도로 그는 서울 학계에서 비 이 있었

고, 행 도 흥미로웠다. 그에 한 연구는 교유, 풍류 취미, 음악에 한 조 , 

박학의 풍모, 禮學에서의 성취 등에 주목했다.

*  이 논문은 2018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8S1A6A3A01022568).

** 한림 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1) 오수경, 2000 ｢嘐嘐齋 金用謙 硏究｣ �한문학보� 4; 박 순, 2019 ｢18세기 경화사족 김용겸

의 삶과 교유｣ �민족문화연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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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용겸의 다채로운 면모, 흥미로운 일화 등은 체로 년 이후의 특

징이다. 이는 그에 한 정보가 그보다 한세  정도 후배 던 서울의 학자들 이

른바 ‘연암 그룹’의 記述에 크게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의 반부 삶에 해서는 

애  정보가 었고 따라서 실감 있게 밝 지기 힘들었다. 선행 연구에 자료를 

좀 보태어 40 까지의 삶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세 후. 가문의 형 김시보 등에게 배움. 숙부 김창흡이 시를 칭찬.

• 20세(1721). 辛丑換局, 이듬해 壬寅獄事 발생. 백부 김창집 등이 사사되었고, 

본인은 주로 유배. 살려는 의지 없이 마치 喪主처럼 지냄. 소론 출신 부인과 

화하지 않을 정도 음.

• 24세(1725) 이후. 서울로 돌아옴. 출사를 포기하고 京外를 오가며 거주. 20  

후반에는 부친의 문집 �圃陰集�(1726), �安東金氏族譜�(1727) 등의 간행에

서 요한 역할. 20  후반 이후 이재와 박필주를 종유하며 공부. 도 서원

에서 이의철, 이규신, 권진응 등과 함께 院任을 맡았고 강회에도 열 . ‘따르는 

자가 구름같았다’ 할 정도로 명성을 얻음.

• 44세(1745)에 經行으로 천거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음.

• 47세(1748)에 비로소 선공감 감역에 음직으로 출사.2)2)

이상이 강이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가학의 통인 시에 재주를 보 지

만 20세에 일어난 신임옥사로 인해 40  반까지 벼슬을 단념했고, 집안 일과 

서원 활동에 열 했다. 단편 인 자료에 불과하지만 년 이후의 분방한 모습과

는 제법 차이가 있다.

몇몇 자료는 실상을 조  더 해 다. 스승 이재는 36세의 김용겸에게 ‘�易經�

에 한 (김용겸의) 조 를 알기 어렵지만 가볍게 말하지 말고 힘써 공부하여 

장구하고 큰 공업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3)3)함경도의 선배 선비 던 이재형은, 

김용겸이 도학에 뜻을 두고 부지런하게 학업[志道勤業]에 정진한다고 몇 차례 칭

찬했다.4)4)두 자료는 학문에 뜻을 두고 학업에 정진했던 30 의 면모를 보여 다.

2) 박 순, 의 논문.

3) 李縡, �陶菴集� 권14, ｢答金濟大用謙○丁巳｣.

4) 李載亨, �松巖集� 권2, ｢答金濟大用謙｣ 등. 이재형은 1741년에 사망했으므로 김용겸이 그

의 편지를 받은 것은 40세 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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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한 평도 있다. 김용겸은 ‘ 엄 개결하고 착실한데 침착함이 좀 모자

랐고’,5)5)‘풍모가 남달라[奇偉] 악착스런 자를 보면 수치로 여겨 자리도 함께 하

지 않았다.’6)6)노론 의리에 엄해 첫 직(선공감 감역)에선, 책임자 던 소론 

지도자 이종성을 의도 으로 회피하여 직되었다.7)7)20세에 당한 가화를 생각하

면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조신하고 열했던 김용겸은 백부 김창집이 경신처분(1740, 조 16)

으로 최종 신원되고, 가문의 인사들이 출사하는 시기부터 제법 달라졌다. 교유의 

폭이 세 를 가리지 않았으며 자유롭고 활달한 면모가 돋보 다. ‘ 년 이후에 

出遊를 즐기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귀었으며, 뜻이 맞으면 방문하고, 고아하

거나 속된 모임을 가리지 않고 참여했으며, 때로 흥취가 오르면 논밭에 가는 일

도 가리지 않아 지팡이와 신발이 쉴 틈이 없었다.’8)고8)한다. ‘비루한 이나 약삭

빠른 이와는 사귀지 않았다’는 평가도 여 했지만, 그의 放達한 풍모에 해 원

칙을 구차하게 따지는 이가 비 하기도 했다.9)9)흥취 있고 한 도량에 끌려 

홍 용, 박지원, 황윤석, 박윤원 등 후배들이 따랐는데, 그들  일부는 당 의 

문제  인물들이었다. 후배들은 그를 후원자 는 친구로 기억했는데 평가도 제

각각이어서 풍류가, 박학자, 음악가, 학자 등이었다.

김용겸의 반기와 후반기의 다른 면모는 이채롭다. 은 시 의 家禍로 인해 

감추어졌던 진면목이 후반에 드러난 것일까, 아니면 性情이 크게 변한 것일까. 

진솔한 自述을 찾을 수 없는 재로서는 그의 내면을 단할 수 없다. 신 

환이 일어난 시 의 ‘상황성’은 더 요해진다. 18세기 반 ‘가화의 희생자에서 

방달한 游士로의 선회’는 과연 그만의 경험이었을까? 그 시  서울의 낙론 학자

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가.

5) 金信謙, �橧巢集� 권2, ｢百六哀吟幷序｣ 濟大-用謙.

6) 成海應, �硏經齋全集� 권49, ｢世好 ｣ 金用謙.

7) 의 .

8) 金邁淳, �臺山集� 권12, ｢族曾祖嘐嘐齋先生行狀｣.

9)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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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세기 반의 상황 변화

17세기 후반~18세기 반까지 서인-노론으로 이어지는 정 는 남인과 소론

을 상 로 지난하게 경쟁, 투쟁했고 사상과 정치 명분에서 차 우 를 했다. 

보단의 설립(1704, 숙종 30)은 노론에서 주장한 명의리에 한 국가 차원의 

공인으로 장기간 향력을 행사했다.10)10)윤휴로 표되는 남인 학자에 한 斯文

亂賊 식의 규정은 체로 인정되었고, 懷尼是非로 표되는 소론과의 사상 갈등

은 숙종의 丙申處分(1716, 숙종 42)으로 정당성을 승인받았다. 병신처분 이후에 

성립한 이른바 ‘ 論 三相 정권’은 조  반까지 노론들이 주장한 ‘노론 

제에 기반한 탕평’의 모델이었다.

하지만 노론의 희망이 반 된  조처 혹은 정들은 정작 실에서는 제한

이거나 일시 으로 작동할 뿐이었다. 숙종은 재  마지막 8년에는 보단에 친

향하지 않았다. 남인과 소론 학자들은 - 춘추 의 혹은 명의리에 한 내면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랐지만 - 경세론과 변통에 한 강조, 고  유학의 정신 강

조, 학문에서의 실증성 강화, 양명학 는 서학 수용 등으로 주자학의 구심력에서 

자유로워졌다. 그것은 형해화된 성리학과 명분론으로부터의 탈주이기도 했다.

정치 실은 부침이 더 심했다. 숙종 말년에 성립한 노론 삼상 정권은 실제 

운 되지 않았다. 경종 에 개된 신임환국과 임인옥사로 인해 노론은 미증유

의 타격을 받았다. 조에 해 노론에서 거는 기 는 컸고, 조는 즉  에 

그 기 에 부응해 소론 론을 숙청하고 노론 론을 거 등용하기도 했다

(1725, 조 1). 하지만 조는 다시 소론 완론 심의 정부를 출범시켰고

(1727), 그마 도 ‘戊申亂’(1728)으로 귀결했다. 잘 알려져 있듯 무신란 이후 

조는 탕평을 본격화하고, 분등에 입각한 이른바 ‘완론 탕평’을 수십 년간 유지했다. 

조의 탕평은, 노론의 입장에서 보면 ‘섞일 수 없는 의리를 섞어버린’ 기계  

충에 불과했고, 노론의리에 한 수용과 부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명의리를 상징하는 보단이나 학술에 한 국왕의 정책도 마찬가지 다. 

10) 이하 보단의 운 과 정치, 문화  함의에 해서는 계승범의 �정지된 시간�(2011 서강

출 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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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보단에 洪武帝(명 태조)와 崇禎帝를 추향했다. 특히 홍무제 추향은 

조의 극 인 의지가 반 된 것이었는데, 홍무제의 무단  정치, 맹자 등에 

한 비난은 유학자들의 지속 인 비 거리 다. 유학자들의 비 을 무릅쓰더라도, 

조는 명의리와 군주권의 강화를 연결해 추진했던 것이다. 이로서 명의리

에 한 해석과 실행의 주도권은 국왕이 쥐게 되었다.11)11)숙종  노론의리의 최

종 근거처럼 작용했던 학문 정과 정치 의리의 긴 한 연계 한 조는 부정

했다. 조는 ‘사문시비는 자식들의 다툼이므로, 아버지인 군주는 개입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사문시비 정에 기 해 정권을 교체하는 學-政의 

연계 고리는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12)12)

18세기 반은 이상의 기조가 한 매듭을 지었던 시 으로 간주할 만하다. 

1755년( 조 31)에 ‘을해옥사’가 일어났고 소론의 정치 명분은 재기불능에 가까

울 정도로 궤멸되었다.13)13)그리고 노론이 기차게 요구했던 辛壬義理의 정당성

은 확고부동해졌다. 그러나 구체 인 처리는 노론의 기 와는 달랐다. 조는, 

소론에 한 노론의 공격 역시 억제하며 탕평 기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표방했

다. 신 자신의 존호를 올리고 친  료와 외척의 약진을 안배하여 왕권의 

제성을 높 다. 정치 명분 차원의 정은 마감되었지만, 정치  자체는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18세기 반은 17세기 반 이래 유지되어 온 ‘(유교 ) 문명 의식’14)에14) 환

11) 조 반 맹자를 두고 벌어진 조와 한원진의 갈등도 홍무제에 한 평가를 두고 있었

다. 조는 명의리와 황제의 권 를 연결했고, 한원진은 명의리와 유학의 성 을 연

결했다(� 조실록� 조 7년 6월 27일 무오).

12) 이경구, 2004 ｢1740년( 조 16) 이후 조의 정치 운 ｣ �역사와 실� 53.

13) 戊申亂을 진압한 조선 최후의 공신, 이른바 ‘奮武功臣’들조차 큰 어려움에 빠진 게 단

인 일례이다. 당시 생존해 있던 박문수는, 조의 30년 동안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반성문

을 썼고, 고  무 을 역임한 박찬신은 을해옥사에 연루되어 공신 지 를 박탈당하고 참

수되었다.

14) 유교  문명 의식은 유교의 역사 안에서 조선의 상과 역할을 정하고 개인과 집단의 존

재 의의와 책임감을 표방한 정신이다. 구체 으로 명 멸망 이후의 조선은 홀로 남은 유교 

문명국으로서 화의 통을 계승하고 미래에 부활할 유교 문명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이에 따라 조선은 사회, 정치, 사상 등의 방면에서 성리학  이념의 순정함을 

고수하고 개인 한 의리론을 내면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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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듯 조선의 사 부들은 체로 ‘오랑캐

의 100년 운세설’을 지지하며 실존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18세기 반까지도 청

의 변경은 안정되지 않았고, 呂留良 등과 같은 漢族 지식인의 항 소식이 해

졌으므로, 조선의 사 부들은 기 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 으로 해지

는 정보는 달랐다. 청은 나날이 안정되었고, 조선 내부에서도 암암리에 이를 묵

인하는 분 기가 커졌다. 100년에 해당하는 18세기 반 무렵 ‘기 한 미래’의 

도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수십 년에 걸쳐 주장했던 정치  요구가 수용되었고 청의 멸망이 쳐진 시

이 도래했다. 그러나 결과는 딴 이었다. 명의리의 형식화, 청에 한 암묵  

인정, 사문시비에 한 무 응이 찾아왔다. 이 상황은 노론 학자들이 그려온 미

래와는 사뭇 다른 실이었다.

노론 학자들은 17세기 반 이래 조성된 내ㆍ외부의 부조리한 실에 맞서 大

義를 향한 결단과 실천 의지를 철 하게 이끌어냈다. 곤경에서 탈출하려는 의지

는15)
15)내부의 (불순한 사상과 정 )과 외부의 (청)을 척결하는 목표가 선명

할수록 힘을 발휘했다. 1750년을 넘긴 시 에서 곤경스런 상황의 일부는 실제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질서는 사뭇 달랐다. 내외의 들은 여 하거

나 오히려 풍성해졌다. 선은 극복되거나 해소된 것이 아니라, 복잡해졌던 것이

다. 노론 측에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의리의 승인을 인정하고 출사하는 순간, 새

롭게 개된 국에 말려들어가는 ‘처신의 딜 마’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다.

괴롭지만 명쾌했던 곤경의 실은, 승리감은 있지만 모호해진 곤혹의 실로 

이동했다. 넓게 본다면 곤혹 한 곤경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 곤경이란 말

을 곤혹에 굳이 입한다면, 곤혹은 ‘단순한 곤경’이 아니라 ‘복잡한 곤경’이라고

15) 곤경에서 탈출하는 유학자의 실천 의지는 토마스 메츠거의 �곤경의 탈피 ESCAPE 

FROM PREDICAMENT�(나성 옮김, 2014 민음사)라는 책제와 통한다. 메츠거는 서구

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베버 이래의 시선, 즉 유교 윤리에 ‘부정, 긴장, 개조를 지향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비 하 다. 유학과 개인의 자유의지가 상보되는 측면에 주

목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서양 학자들의 문제의식과 분석틀이 잘 드러나 있다. 본고

에서 조선 유학자의 심  기제에 주목하고 이른 ‘곤경, 곤혹’ 등으로 정의한 데는 이 책

의 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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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할 수 있겠다. 곤경에 놓 건 곤혹에 놓 건, 세상에 한 근심과 道理 실

의 갈망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

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다. 그것은 일했던 노선의 분화이기도 하다. 노론

의 동지들은 분열해가는 양상을 보 다. 앞 장에서 소개한 김용겸의 1750년 

후의 변화를 그 일례로 볼 수 있다. 18세기 반에 노론 학계를 갈라놓은 湖論

과 洛論의 논쟁 한 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호론은 곤경 의식을 고수한 반면, 

낙론은 곤혹스런 실에 조응했던 변화를 모색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 

다룰 이인상은 그 미묘함을 잘 변하 다. 노론의리에 강경했던 그는 곤혹스런 

실의 도래에 해서 당 의 구보다 더 민하게 반응했다. 탁월한 술가

고 서자 출신으로 선천 인 불우함을 지녔던 개인  이력을 감안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한편 환기  양상은 이후에도 속도를 더했다.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청의 

天命을 인정하거나 새로운 화를 설정하는 의식이 확장되었고16)
16)19세기 반

에는 서학 보 과 民의 성장으로 인한 갈등이 실화했다. 4장에서 다룰 김이안

과 홍직필은 18세기 후반~19세기 반 낙론 학자의 처지와 심리를 잘 변한

다. 두 사람은 18세기 후반~19세기 반의 표 인 낙론 산림이다. 世道를 지

탱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장에서 느끼는 변화 양상에 한 우려

와 해결 의지 한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3. 곤경에서 곤혹으로: 이인상(1710~1760)17)
17)

凌壺觀 李麟祥은 지 은 화가로 유명하지만 당 에는 詩書畵 모두에 능해 ‘三

絶’로 알려졌다.  그는 명의리에 한 신념을 평생 지킨 강골의 사 부 서자

이기도 했다. 그의 술  성취와 정신  사유를 종합 으로 분석한 박희병은 

16) 조성산, 2009 ｢18세기 후반~19세기 반 淸認識의 변화와 새로운 中華 념의 형성｣ 

�한국사연구� 145.

17) 본 장의 인용은 이인상의 국역 문집(박희병 옮김, 2016 �능호집� 상ㆍ하, 돌베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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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정체성을 ‘맑은 지조와 높은 개, 고결과 염치, 책선과 담박, 술가  기

질과 흥취’ 그리고 ‘명의 유민을 자처하며 명의리를 지키고, 신임의리의 인정

을 염원했던 노론의 강경한 이념가’로 정리했다.18)18)이념과 술  성취가 全一하

던 당시 노론 지식인의 좋은 일례일 터이다.

華夷가 복된 국제 질서와 論 制가 요원했던 곤경의 상황에서, 이인상은 

명의리와 노론의리의 철을 염원했다. 그러나 참 , 찰방 정도의 微官을 

했던 그로서는 정치  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과 그림 혹은 친구에 한 

충고 등에서 그의 명의리에 한 굳건한 믿음이 주로 표 되었고, 문집에 그

같은 비타  면모가 고스란히 남겨졌다. 화 질서의 회복을 기 하고, 북벌의 

의지를 되새기고, 조선을 화의 정통으로 인식하며 유학의 명맥을 이어가야 한

다는 자부심 등이 그것이다.19)19)

그러나 내심을 통하는 정서는 사실 희망찬 기 라기보다는 암담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박희병은 이인상이 실에서 느 던 심리 기제와 술, 사상  면모를 

簡要하게 정의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작가와 실(혹은 권력) 간의 긴장감, 혹은 작가가 실로부터 

느끼는 ‘불화’不和의 감정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인상의 경우 이 ‘불화’의 정도와 양

상이 말할 수 없이 크고 심각했다는 이다. 이인상 회화의 세 超世的 혹은 일

超逸的 지향은 궁극 으로 바로 이 실ㆍ권력과의 긴장감 내지 불화감에서 비롯

된다. … 고답 인 사기와 골기를 보여주게 된 비의秘義는 바로 이에 있지 않은가 

한다. … 요컨  이인상의 탁월한 술  성취의 근 에는 아나크로니즘이라는 부정

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 이인상의 그림들은 이런 세계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고집스런 존재의 표상을 담고 있다. … 후기작에는 짙은 막감, 세상과의 불화

감, 오연함과 독립불구獨立不懼의 태도가 해진다.20)20)

곤경에서 탈피하는 이념  동력은 확고했지만 그에게 실이란, 개조를 허락

치 않는 이미 어 할 수 없는 존재 다. 때문에 이 탁월하고 민한 술가는 

18) �능호집� 하, 451-465면.

19) �능호집� 상, 27면, 30면, 182면, 543면, 575면; 하, 70면, 85면, 99면, 235면.

20) 박희병, 2018 �능호  이인상 서화평석�, 돌베개, 47-49면,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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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불화와 긴장, 거리두기(독립), 스스로의 존엄 갖추기(오연, 불구)을 택

했다.

이인상의 면모는, 곤경에서 탈피하기 해 정교한 이론을 구축하고 정계와 학

계에서 부단히 활동하고 실천하는 노선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론과 실천에 투철

한 사례로는 호론 최 의 이론가 던 한원진이 좋은 보기이다. 그는 주자의 정

신과 학문을 불변의 가치와  이론으로 굳건하게 구축했다. 필생의 역작 �朱

子 論同異 �의 서문에서 그는 ‘항구불변한 주자의 언술을 잘 이해하면 (이단

과 같은 불순한) 사고는 사라진다’고 피력했다. 그 자신감은 실에서 맞닥뜨린 

곤경으로부터의 탈출 경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부단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독

려했다. 그가 만년에 정리한 이른바 ‘三無分說’21)21) 한 립 선이 명쾌하다. 그 

이론은 어도 ‘한편’에 속한 사람들을 최 한 發揚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 이

론을 따르는 이들은 복된 세상에서 大義에 헌신한다는 유의미한 처신이 가능

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상은 암울한 실에 해 ‘도피를 통한 도리의 증언’으로 응답하

다. 그의 시문을 두루 통하는 정서는 어두운 말세, 복된 세상에 한 분노와 

망, 항과 탈출의 감성이었다. 물론 이인상은 춘추의리의 항상성을 의심한  

없었고, 무조건 인 은거를 택하지도 않았다.22)2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신은 

부도덕한 세상을 증언하기 한 ‘탈주’ 다. 그가 시문에서 지속 으로 인용한 

典故들이 단 인 일례이다. ‘뗏목 타고 원을 떠나는 공자, 벼슬을 사양한 공자

의 제자 漆彫開, 주나라를 떠난 노자, 노나라를 떠난 師 襄, 비운의 충신 굴원, 

왕 를 사양한 오나라 季札, 비분강개했던 사 형가와 주변 무리들, 진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魯仲連, 원나라에서 벼슬하지 않은 金履祥과 許謙, 청나라에 항

한 季文蘭, 呂留良, 曾靜 등’이 그들이었다.23)23) 실은 개조할 만한 상이 아니었

다. 도 한 불안과 긴장, 우울과 긴박의 존재 으므로 도를 드러내기 해서는 

21) 한원진의 논 이었던 낙론 학자들의 人物性同論이 ‘인간과 동물의 분별을 없애고(人獸無

分), 화와 이 의 분별을 없애고(華夷無分), 유교와 불교의 분별을 없앨 것(儒釋無分)’

이라며 비 한 주장이다.

22) �능호집� 상, 575면; 하, 99면.

23) �능호집� 상, 52면, 58면, 92면, 100면, 105면, 111면, 543면, 575면; 하,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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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 인 선택이 불가피했다.

두 유형은 은자와 성인에 한 평가도 달랐다. 한원진에게 성인이란 ‘기질에 

따른 화이의 구별’에 철 한 존재 다. 그는 ‘도리가 행해지지 않아 원을 떠난

다’는 공자의 탈출에 해 공자가 ‘동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시했다.24)24)공자는 

천지의 운세를 살피고 기질이 좋지 않은 서북쪽을 멀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질에 따라 고착되어버린 각종 이단들에 한 배척이 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인상에게는 ‘말세에서의 비분과 탈출’이 최  화두 다. 어두워진 세태

를 벗어나 탈출하는 존재라면 구든 상 없었다. 공자를 비롯한 유자들 외에 

도교, 불교, 객 등이 빈번히 호의 으로 인용되었다.25)25)비틀린 실의 비극성

과 그에 한 부정의 정서가 워낙 압도 이었으므로, 그에게서 유교와 이단과의 

차이 은 무색할 정도 다.26)26)

이인상에게 더 곤혹스런 은 세월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는 에 있었다. 

이 은 차 노론의리가 인정되었던 조 후반의 정치 실에 비추어보면 매

우 흥미로운 이었다. 이인상과 주변 인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과 조롱

의 시선을 느 다. ‘졸박한 도를 지키는 사람이 어 뜻을 함께할 사람이 없고, 

명의리를 말하면 개 짖는 듯 여기며, 화이를 따져 출사하지 않는 선비를 비웃

는 처지 다.’27)27)게다가 ‘척화의리에 힘을 쏟았던 이들의 자손까지 이제는 실

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 다.’28)28)그의 시문에 ‘悲, 憂, 孤, 獨, 末, 寂’ 등의 단어

가 빈번한 것도 회한과 비장감, 쓸쓸함과 막 등의 정서가 주종이었음을 보여

다.

말년에 이를수록 즉 18세기 반이 될수록  강해지는 이 곤혹스러움의 실

24) 이경구, 2019 ｢‘구이(九夷)’로 떠나는 혹은 ‘구이에 오시는’ 공자를 둘러싼 화이(華夷) 개

념의 변주｣ �태동고 연구� 42, 24-25면.

25) �능호집� 상, 46면, 105면, 307면, 519면; 하, 203면.

26) ｢성안 선사에게 주다.｣라는 시에서 “우리 도는 이미 없어졌는데, 들으니 선종의 가르침도 

폐해졌다고. … 유교 불교 구분할 까닭 없으니, 시를 보내 말세를 경계하노라.”라고 한 게 

표 이다(�능호집� 상, 307-309면).

27) �능호집� 상, 234면, 575면; 하, 70면, 214면.

28) �능호집� 하,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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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인정은 소인배를 따르고, 이익 때문에 목숨을 걸며, 

속학은 이익을 따라 인륜을 밝히지 않고, 名利와 패덕을 치고 있으며, 시속을 

숭상하고 이기기 좋아하는 풍토가 만연한 것이었다.’29)29)사 부가 명리를 따르고 

풍속이 이익에 휩쓸리는 풍조가 차 커진 것이다. ( 악하게) 시세를 따르던 

이들은 이인상처럼 과거에 얽매인 이들을 어떻게 비 하고 있었는가?

가만히 근세의 사 부들을 보건 , 벼슬하기 에는 높은 개를 표방하며 “조정

朝廷에 사론士論이 없다”라고 말하다가도, 벼슬만 하면 “오활한 유생儒生들이라 괴

이한 주장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용모가 수하고 말씨가 잖으며 시문詩文

이 화려하고 법과 정사政事에 익숙한 이를 “세상에 이바지하는 군자”라 일컫더군요. 

들은 한 시세時勢를 좇아 이름을 날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주장을 펼쳐 벗을 속

이며, 녹 祿位를 도둑질하고 서로 돈독하게 믿어 차 한통속이 되어 서로 아첨하

고 좋아하면서 그 뜻을 멋 로 행해 끝내 남의 집과 국가에 해를 끼치니 어  통탄

스럽지 않겠습니까? 들이 말하는 소  ‘오활한 유생들’이란 옛것을 좋아하고 지

을 슬퍼하며 우직함을 안고 검약함을 지키므로 고요하기만 하고 시무時務를 알지 못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요. 이에 뭇사람들이 비웃고 나무라며 옛 도道는 오활하고 

편벽되어 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로부터 성 은 옛 도에 의거하여 시속時俗을 

구하는 방책을 강구했고, 목 의 계책과 세상을 속이는 의론을 펴지 않았음을 통 알

지 못해서지요.30)30)

이인상 식의 정서는 그와 친하게 교유했던 일명 ‘丹壺 그룹’ 반에서 확인

된다.31)31)이들은 활동 지역이나 학연, 연으로 따지면 노론 낙론의 2세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1740년 후는 아직 호락논쟁이 가열되지 

않았던 시기 다. 따라서 호론과 낙론 사이의 교유와 동지 의식은 굳건했다.32)32) 

29) �능호집� 상, 58면, 77면, 543면, 575면; 하, 18면.

30) �능호집� 하, 36-37면.

31) 18세기 반 丹陵 李胤永과 능호  이인상을 심으로 형성된 노론의 문인 그룹이다. 두 

사람 외에 오찬, 송문흠, 송익흠, 윤면동, 김순택, 김무택, 임매 등이다(박희병, 2018 �서

화평석�, 돌베개, 26-27면).

32) 호론과 낙론의 異見이 직 인 갈등으로 표출된 계기는 1740년에 일어난 이재와 한원진

의 ‘한천시 논쟁’이었다. 그 지만 여 히 일회  사건에 불과했다. 두 학  사이에 빚어

진 크고 지속 인 갈등은 1760년 경의 ‘화양서원묘정비 사건’과 정조  일련의 정치  

사건이었다. 이에 해서는 이경구의 �조선, 철학의 왕국: 호락논쟁 이야기�(2018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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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그룹은 명의리에 투철했으므로 호론과의 교감면은 매우 깊었다. 그럼

에도 이같은 차이를 보인 것은, 문  색채가 짙었기 때문에 서울을 심으로 

개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시속과 인정의 변화를 민하게 감지했기 때문이었

을 듯하다. 이인상 등이 긴장과 불화에서 빚어지는 고민을 탁월한 술  성취

로 이루어낸 성과는 별개로, 이들 내면의 당혹스런 심리는 기존의 노론 의리론

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세태의 도래를 보여 다.

4. 곤혹에서 자정으로: 김이안(1722~1791)과 

홍직필(1776~1852)

시간이 흐를수록 선은  더 복잡해졌다. 이익을 따르는 세태는 더 강해

졌고 노론 내부의 동요와 분열은 커졌다. 조 후반 이후 낙론을 표했던 김원

행의 문하에서 홍 용이 나오고, 북벌론의 선을 폭로하는 박지원을 주축으로 

이른바 연암 그룹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딜 마에서 벗어나기 해 새 길을 찾

아 나선 사례일 것이다. 이에 해서는 결론에서 간략하게 의미를 살펴보겠다.

낙론의 딜 마  상황을 드러내기 해서는, 의리론을 고수해야 하지만 변화

하는 세태를 한 감했던 낙론의 산림들이 더 한 표본일 듯하다. 18세기 

후반~19세기 반 낙론 산림을 표했던 金履安과 洪直弼의 사례를 보자.

김이안은, 호론과 낙론의 분기가 본격화하는 18세기 반 이후 낙론을 이끌었

던 김원행의 아들이다. 본인 역시 학문으로 명망이 높아 정조 에 산림에 임명

되었다.  박윤원, 이직보, 오윤상, 홍 용, 황윤석 등 당 의 낙론 학자 부분

과 교유가 깊었다.

홍직필은 김원행-박윤원으로 이어지는 낙론 학맥의 심 인물로, 19세기 반 

노론 산림을 표하 다. 그는 명의리와 노론 의리론에 투철했고, 낙론의 도통 

의식을 강하게 견지하 다. 남인과 소론의 학풍, 양명학, 서학, 불교, 도교 등을 

역사) 참조.



곤경에서 곤혹으로: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 낙론 학자들의 딜레마·111

두루 비 했고33)
33)때론 노론 내부에 해서도 비 을 아끼지 않았다.  성리설

에서는 호론을 비 했지만, 호락논쟁에 해서는 립을 지키거나 반성을 구

했다.34)34)정치 으로는 정순왕후를 심한 벽 의 천주교 탄압을 극 으로 옹

호하 고, 시  일부에 해서는 강하게 비 했다.35)35)

두 사람 모두 북벌과 명의리, 비분과 춘추의리에 한 다짐, 조선에 한 자

부는 여 하 다. 이 은 세상을 근심하고 도리 실 을 해 노력하는 유학자 

일반의 정서라고 보아도 좋을 듯싶다. 다만 기조는 체로 동일해 보여도 미묘

한 차이는 있었다. 김이안은 ‘오랑캐(청)의 국운이 여 히 왕성함을 보며, 비분

과 강개가 솟아나고, 원 한 계획을 품어도 봤지만’36)36) 실에서는 이미 늙고 쇠

약해진 자신을 한탄하고 무 진 상징들을 쓸쓸해하며 기록하는 정도 다.37)37)‘물

러난다’는 행 는 이인상과 표면상 같았지만, 분투의 정서는 사라지고 조의 정

서가 자리잡고 있었다. ‘천지가 꽁꽁 문을 닫는 때 이불 끼고 그림과 국화를 

상하며, 속세의 번잡을 떠나 깊은 방이나 산해로 침잠하는’38)38)것이다. 김이안은, 

화이변화를 정한 ‘洪子’라는 인물을 논 한 ｢華夷辨｣에서도 기, 지리, 문화 

기 을 조선에 맞추어 선택 으로 사용하며 결론 으로 ‘조선만이 화가 될 수 

있는 특별함’을 강조하 다.39)39)화이 분별에 엄격해 보이지만, 이미 상황 논리가 

개입하 고 결국 조선의 특수성에 기 었다는 에서 궁색함이 없지 않다.

33) 洪直弼, �梅山集� 권2, ｢偶閱南華經戲題 二首｣; 권5, ｢上性潭宋公煥箕 丙辰｣ㆍ｢答 洲吳

丈 戊寅九月八日｣ㆍ｢答 洲吳丈 戊寅陽月三日｣; 권6, ｢ 洲吳丈 壬午閏三月 望｣; 권

16, ｢答金敎官聲大 甲申臘月｣ 등; 이하 金履安의 �三山齋集�과 洪直弼의 �梅山集�은 

재까지 발간된 국역(이상아 옮김, 2016-2018 �국역 삼산재집� 1-3; 성백효 등 옮김, 

2016-2018 �국역 매산집� 1-7)과 원  일부를 참고하 다. 인용은 일률 으로 원 로 

표기한다.

34) �梅山集� 권16, ｢答金維誠博淵 乙巳五月｣; ｢答宋文吾 辛丑四月｣; 권18, ｢答李伯欽｣.

35) �梅山集� 권5, ｢答 洲吳丈 戊寅九月八日｣; 권6, ｢答 洲吳丈 庚寅閏月旣望｣; 권10, ｢答

李子岡 壬辰六月十日｣.

36) 金履安, �三山齋集� 권1, ｢鎭川途中｣; ｢楚楚軒 士毅存吾從弟履獻聯句｣; ｢上遣官賜祭于

顯節祠同諸人往參歸後諸人有詩次韻 代人作｣; ｢次尹學士 集 旌閭時軸中韻｣.

37) �三山齋集� 권1, ｢鎭川途中｣; ｢顯節祠｣; ｢次杜詩秋 八首韻｣; ｢次尹學士-集-旌閭時軸中韻｣.

38) �三山齋集� 권1, ｢胤之又以詩來次韻以 ｣.

39) �三山齋集� 권10, ｢華夷辨｣ 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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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직필은 노론 의리론을 강하게 고수하 던 에서, 상황 변화에 한 인정 

혹은 수정의 폭은 작다. 그 에서 호론이나 이인상 등과 겹치는 폭이 크다. 그

러나 19세기 반까지 생존했던 그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 있었다. 청 왕조

가 100년을 훨씬 넘고, ‘숭정제의 殉死 4回甲’(180년)을 넘어 마침내 ‘200년 지

속’이란 사실이 도래했기 때문이다.40)40)과거에 없던 ‘ 이변’ 앞에서 당혹감이 깊

을 수밖에 없었다.

(오랑캐로서 처음으로 국을 통일한) 원나라는 겨우 80년 만에 멸망하 는데, 建

州衛의 오랑캐가 神器를 도 질하고 국 땅을 거하여 六合을 통일한 것이 2백 년

에 가까우니, 이것은 호원이 일 이 갖지 못했던 바입니다. 악을 쌓은 지가 오래됨

에, 하늘이 한 싫어해서 마땅히 후회하고 화를 내려야 할 터인데 아직 소식이 막

막하니, 이 때문에 제가 유감이 없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이 그 덕을 추하게 

여겨 돌아보지 아니하여 오랑캐들이 국 땅을 더럽히는 것을 그 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 그러나 천하의 혼란이 지 에 이르러 지극해졌으니, 혼란이 지극해지

면 다스려지는 것은 떳떳한 이치입니다. … 듣건  오랑캐 황제가 안 으로 황음하

여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해마다 큰 가뭄이 들어서 굶어죽은 시체가 길을 메우며, 

 동남지방에 경보가 있어서 병란이 가라앉을 시기가 없다 하니, 오랑캐를 깨끗이 

씻어버릴 날이 멀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41)41)

처음 한 ‘오랑캐 천하 200년’이란 실 앞에서 마땅한 해명을 찾을 수 없었

고 그  유감을 표할 뿐이었다. 비록 기 를 버리지 않았으나 불완 한 정보, 

순환론 등에 불과했다. 1829년에 ‘세속에 만연한 혼미함을 각성시키겠다’[喚醒世

俗之迷]는 의도로 술한 ｢警俗｣에서도 천리의 불변, 국과 조선에서 의리를 

지킨 인물을 들어 세태를 비 했지만 논리  돌 구를 찾기 어려웠다.42)42)

국내의 상황 한 변화가 컸다. 정조는 노론 의리를 인정하는 수순을 넘어, 국

왕이 의리를 자임하는 극성을 보 다. 그 일환에서 송시열에 한 존숭을 높

40) �梅山集� 권1, ｢有感｣; ｢有感 三首｣; 권2, ｢今年甲申卽毅廟殉社之四回甲也元朝誦晦翁明

年太歲又涒灘之詩不勝 感步韻識懷｣; 권3, ｢曉枕無寐誦陸劒南詩王師北定中原日家祭無忘

告乃翁不勝激昂仍效其體｣; 권16, ｢ 沈景敍敦永 己酉梧吉｣.

41) �梅山集� 권8, ｢答李子岡 乙丑九月晦｣.

42) �梅山集� 권27, ｢警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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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김창집을 비롯한 신임환국 피해자를 천양했으므로, 낙론 다수는 극 으

로 출사해 마침내 時派의 핵심으로 활약했다.43)43)김이안은 정조의 시책에 해 

‘고 에 없는 은덕을 입으니 털끝만한 여한이 없고 로 분골쇄신해도 부족하

다’고 상소했다.44)44)정조가 특명으로 김창집을 조 묘정에 배향하고, 김성행을 

정려한 조처에 한 감사 다. 이듬해에는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만나기 어

려운 것은 때인데, 지 은 聖人께서 에 계시어 경륜을 세우고 기강을 베풀어 

인륜을 크게 펴시니, 보좌하는 賢 들이 契合하여 부지런히 힘쓸 시기’라고 하

다.45)45)사직을 청하는 상소에서의 의례  표 임을 감안하더라도, 정조가 ‘의리와 

교속’을 표명한 사실을 극 으로 평가하 다.46)46)

홍직필에게서 기강의 해이와 민생에 한 우려, 서북의 변고(‘홍경래의 난’)나 

서학의 장에 한 반 , 유속과 학술 풍토의 폐단에 한 비  등을 찾는 일

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상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빈약했다. 의견을 극 으로 

개진한 경우에도 周攘夷의 도리를 높일 것, 이이ㆍ김창 의 학문을 권하고, 민

생이 어려우니 진휼과 용에 힘쓸 것 정도 다.47)47)상소에 한 실록의 정리는 

‘하늘의 견책에 부응해 학문에 힘쓰라’는 정도로 공허했다.48)48)산림과 정부가 親

疏가 문제가 아니라, 계 자체가 빈약해졌을 뿐더러, 특히 정부는 그 정도의 비

도 감당키 어려운 지경이었음을 보여 다. 과거에 머물거나 형식만 남아버린 

고식 인 분 기라고 평가할 만하다.

두 사람의 고민은 사실 사회 반에서 굳어지는 풍속 체에서 기인하고 있었

다. 김이안은 ‘비루해지는 선비들의 습속, 명리와 작은 이익에 몰두하는 세상’49)49)

을 비 했고, ‘(주자학을 비 하며 이단에 빠진 이들보다) 더 심한 경우는 도학

43) 時派의 심 인물로 김원행 문인 서유린․서유방 형제, 안동 김문 출신의 김문순 등을 들 

수 있다.

44) �三山齋集� 권2, ｢別諭後辭免疏 九月｣.

45) �三山齋集� 권2, ｢乙巳歲首別諭後辭免䟽 二月｣.

46) 낙론 산림이자 김이안의 친구 이직보는 정조의 사상 정책을 지나치게 순종하 다(이경

구, 2007 �조선후기 안동 김문 연구�, 일지사, 170면).

47) �梅山集� 권4, ｢辭召命兼陳所懷疏 癸卯四月九日｣.

48) �憲宗實 � 9년 4월 13일 병술.

49) �三山齋集� 권1, ｢寄贈洪文哉橒｣; ｢再疊名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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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워하는 유속의 무리가 한목소리로 들과 창화하여 형세를 더해주고 있음

을 항상 개탄했다.’50)50)앞 세 의 이인상이 만년에 유속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

하 던 경로와 비슷하고,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홍직필은 유속에 한 당혹감과 기감이 더 컸다. 과거에 몰두하는 이들은 

(이이가 말한) 문 안의 도둑보다 더한 ‘몸 속에 있는 해충’이었고, 사람들은 정

욕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 다.51)51)모두가 어쩔 수 없다는 풍조 탓에 ‘백년 안에 

오랑캐가 될 것’이란 상당히 구체 인 비 에 빠진다.52)52)

지  세상 사 부들은 피복과 기물을 오로지 청나라 물건만 쓰고, 청나라와 교통

하면서 지성으로 높이고 받들고 있습니다.  인가에서 맨다리를 내놓거나 길거리에

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여자들에 이르러서도 모두 면을 짓지 않고 산발한 채 길을 

다니니, ‘이천 땅이 오랑캐가 된다’[伊川被髮]의 조짐이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백년

을 기다리지 않고도 모두 오랑캐가 되고 말 것이니, 가 이것을 주장하여 마침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운수가 그 게 만든 것이

니, 이를 어 하겠습니까.53)53)

문제는 청나라 풍조의 유행 뿐 아니라 풍속과 기강의 해이 다. 구의 소행

도 아니고 결국 ‘운수’라고밖에 진단할 수 없는 유속으로의 쏠림은 압도 인 것

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시 가 18세기 반과는  달라졌고 마침내 도학 

자체를 걱정할 지경이라고 토로하 다.

지  세도가 상실되고 독서하는 이들이 끊어져 도학을 하지 않아도 로 

해질 지경입니다. … 寒泉(이재)의 시 는 반은 깨끗하고 반은 혼탁하며 반은 양지

이고 반은 음지라서 이를 분변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 지 은 공리의 설이 하

늘을 뒤덮고 길을 막고 있으니 모두가 욕심의 물결이어서 서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구 텅이에 빠지고 있으니 義理와 私利 두 가지를 함께 행하는 자가 그 사이에 있더

라도 괜찮을 것입니다.54)54)

50) �三山齋集� 권5, ｢答兪擎如｣.

51) �梅山集� 권11, ｢ 金正宅基敍 癸亥十月｣; 권16, ｢答宋文吾 正煕○丁亥復月｣.

52) �梅山集� 권6, ｢ 洲吳丈 辛巳棗秋旣望｣; ｢答 洲吳丈 丙戌臘月旣望｣; 권14, ｢答吳景

顔致愚○丁亥臘月｣.

53) �梅山集� 권7, ｢答潁西任丈 辛巳菊月 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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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직필의 비  망처럼 이미 세상은 국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출사가 

당연하고 모두가 이익 추구에 몰두한다면 유학자는 물러나 도를 간직하는 길, 

이른바 自靖에 기 지 않을 수 없었다. ‘ 항의 은거’가 아니라 ‘보존을 한 은

거’인 셈이다.55)55)

5. 맺음말

 

노론 학자들은 17세기 반 이래 곤경에서 탈출하려는 의지와 세상을 바르게 

개조하겠다는 신념으로 학문과 정치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1755년( 조 

31)은 노론의 정치 명분이 확고해진 해 다. 반면 청나라가 100년을 못갈 것이

라는 기 가 허물어졌고, 조선 사회는 의리론 자체를 신경쓰지 않는 풍조가 만

연하기 시작했다. 의리론을 고수한 이들은 승리에 도달했으나 결과는 곤혹스러

운 상황의 도래 다. 호론은 기존의 인식을 고수했으나, 낙론은 곤혹감 속에 분

기해 나갔다.

본고에서는 이인상, 김이안, 홍직필을 통해 낙론의 곤혹감을 분석했다. 그들은 

춘추의리와 명의리를 확고하게 견지했으나 도리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본인들

이 소외되어 감을 민하게 느 다. 그러나 시 과 응은 달랐다. 이인상은 18

세기 반, 곤경에서 곤혹으로 바 는 시 에 있었다. 그는 변화에 해 우울과 

불화를 강하게 토로했다. 김이안과 홍직필은 18세기 후반, 19세기 반 곤혹스러

운 실이 세가 되었음을 반증한다. 그들은 이익 추구의 세태를 개탄했고, 자

54) �梅山集� 권10, ｢ 李子岡 甲申九月｣.

55) 두 사람에게 굳이 극 인 행동을 찾자면 지방의 士人들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정도이다. 풍기가 덜 훼손되었다는 이유에서 다. 김이안은, 그의 부친 김원행의 작업을 

이어, 석실서원에 온 지방의 유학자들을 ‘유속에서 벗어난 이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격려

하고 지원하 다(이경구, 2007 앞의 책, 3장 2  참조). 홍직필은 유교 윤리에 충실했던 

지방, 재야의 인물 다수를 발굴하고 극 으로 기록하 다(신 주, 2016 ｢�매산집� 해

제: 儒道 존숭과 警世의 시문 창작｣ �국역 매산집� 1).  지방에 학교를 세워 교화의 근

원을 다시 다져야 한다고 차 피력했다(�梅山集� 권14, ｢答李景游基恢 庚寅臘月｣; ｢答吳

景顔致愚 丁亥臘月｣; ｢答吳景顔 庚寅臘月｣; 권16, ｢答尹元祥 丙午｣; 권17, ｢答林學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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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지방 유자들을 격려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서자 출신의 술가 던 이

인상과, 명문가 출신의 산림이었던 김이안ㆍ홍직필의 처지와 개인 성향의 차이

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에 무 한’ 춘추의리를 고수한 세 사람에게 ‘시

간의 변화에 따른 시세의 변화’에 따르는 차이를 읽어낸다면 그것은 ‘큰 변수가 

되어버린 시간의 가속화’를 읽어내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딜 마를 피했던 길들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변화를 정하고 

시세에 조응하는 어딘가의 지 으로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되었다. 남인과 소론

은 사상ㆍ정치 방면에서 비주류로 렸지만, 그것은 의리론의 呪縛에서 풀려나

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고 의 유학, 고증학과 경세론, 백과사 식 학풍, 양

명학, 서학 등을 섭렵하며 성리학을 재 검했다. 지식과 사유의 지평은 넓어진 

것이다. 이 경향이 노론 내에서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리는 없다. 즉 곤혹을 

불러일으킨 상황 변화에 한 인정이야말로 새 사유로의 지평을 한 첫걸음이

었다. 홍 용과 박지원을 비롯한 이른바 연암 그룹이 그 심에 있었음은 주지

하는 일이다.

물론 연암 그룹과 정반 의 입장도 가능했다. 17세기 반 이래의 곤경 의식

을 고수하고 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곤혹스러움은 덜했을 것이다. 호론 

계열의 학자들이 체로 그러했다. 19세기에도 왕성하게 성장하 던 유학자 일

반의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유학의 속성  하나가 ‘곤경에서의 

탈주 의지’라면 그것은 애 부터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주제어 : 노론, 낙론, 곤경, 곤혹, 이인상, 김이안, 홍직필

투고일(2020. 2. 3),  심사시작일(2020. 2. 6),  심사완료일(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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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Predicament To Embarrassment: the dilemma of Nakron 

scholars of the mid-18th and the early 19th centuries
56)

Lee, Kyungku *

Noron’s scholars have taken the initiative in learning and politics since the mid-17th 

century, with the will to escape from predicament and the belief that the world would 

be reformed correctly. In 1755 Noron’s political justification was confirmed. On the 

other hand, the expectation that Qing Dynasty would not last more than 100 years have 

been broken down, and the trend of not being swayed by ideology has been gradually 

strengthened in Joseon society. Noron won the victory but the result was the advent of 

embarrassing situation. Horon has stuck to its previous perception, but Nakron has 

diverged in embarrassment. In this presentation, I analyzed the embarrassing mind 

through Lee In-sang, Kim Yi-an and Hong Jik-pil. They firmly held Chunchu-euiri(春秋

義理). However, the values of the world have become so dizzy day by day that they 

felt alienated. Lee In-sang testified to the transition from predicament to embarrassment 

in the mid-18th century. He expressed strong depression and dissension over the changed 

situation, so he tried to reveal the injustice of society through retiring. Kim Yi-an and 

Hong Jik-pil shows that the trend of profit-focused has become the mainstream since the 

late 18th century, They deplored the profit-seeking trend and stepped back for preserving 

virtue. It was a passive strategy for the preservation of Confucianism in a pessimistic 

outlook.

Key Words : Noron, Nakron, predicament, embarrassment, Lee In-sang, Kim Yi-an, 

Hong Jik-pil

* HK professor,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