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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의 역사인물논평 모음집인   (1760~1839)硏經齋 成海應 史論｢ ｣

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의 목적은 사론 인물 평가의 준거를 밝히고 의. ｢ ｣

의와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에 대한 시사를 얻는 데 있다.

제 장 제 절에서는 사론 의 전반적인 체재를 살피는 차원에서 그 구  2 1 ｢ ｣

성방식 및 수록인물의 특징을 정리했다 사론 은 중국 고대 나라부터 . 殷｢ ｣

나라 말기까지의 인물에 대한 편의 간명한 논의로서 대체로 인물168 , 明

이 활동한 시대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사론 의 수록인물은 대. ｢ ｣

부분 ‘大臣’의 신분으로서 국가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며 과 같은 정복왕조의 인물은 배제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 .元 淸

제 절에서는 사론 의 집필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성해응의 기본적인   2 , ｢ ｣

저술방식 및 사론 에 기울였던 관심과 노력의 정도를 가늠하고자 하였｢ ｣

다 성해응은 방대한 서적의 열람을 바탕으로 를 활용한 인물논평을 . 箚記

작성하고 그것들을 후대의 어느 시점에 정리 편집하여 최종적으로 사, · ｢

론 을 완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참고한 서적의 규모나 저작 편수의 . ｣

방대함 체재의 완정함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론 은 성해응 스스로가 , , ｢ ｣

열정을 기울인 중요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제 절에서는 사론 이   3 ｢ ｣ ‘人物論評集’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론 은 . ｢ ｣ ‘역사서의 論評部’와는 유사하고 ‘史論 散文’과는 구별

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문학가로서의 치밀한 논증보다는 역사가로서, 

의 명확한 가치판단을 추구하였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글이 조선후기에 . 

여럿 출현했는데 성해응의 사론 은 그들에 비해 인물논평집으로서의 , ｢ ｣

뚜렷한 성격 체재적 완성도 평가기준 파악의 용이성을 두루 갖추고 있, , 

기 때문에 인물평가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는 데 가장 적합하다.

제 장에서는 사론 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인물평가의 준거를   3 ｢ ｣

분석했는데 본고에서 주목한 준거는 도덕적 차원인 , ‘의리명분’ 실리적 , 



차원인 ‘공익실현’ 초월적 차원인 , ‘운명’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의리명분에 입각한 평가는 대체로 의 실천을 강조하고   , 忠節 君臣

의 준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성해응은 . 之分 ‘의를 위한 자기

희생적 태도’와 ‘충절이 바쳐지는 대상의 도덕적 올바름’이 진정한 충절

의 요건이라고 보았다 또한 신하의 분수를 뛰어넘어 임금의 영역을 침. 

범하는 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반역 행위를 가장 큰 죄악으로 , 過分

여겼다 이처럼 . 의리명분에 입각한 인물평가는 성리학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던 당시로서는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양명학 서학 등이 유입되·

어 성리학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와중에도 가치판단의 기

준으로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공익실현에 입각한 평가는 대체로 인물의 재주와 공적 및 국가  , 

안정에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전개된다 성해응은 실리를 도덕. 

의리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로 두고 신하의 본분이란 다름 아닌 , ‘국가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의리만 있고 실리가 없을 경우. 

에 비판을 가했고 의리와 실리가 충돌할 경우에는 실리적인 측면을 우, 

선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의리와 실리의 가치위계가 일. 

관적이지 않아서 도덕주의와 실리주의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는 성해응의 ‘ 중심적 漢學 漢宋折衷論’이라는 학문적 입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운명에 입각한 평가는 대체로 하늘의 보응을 살핌으로써 그의   , 

선악을 판단하거나 운명 앞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그 삶의 자세를 평가,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성해응은 의 이치를 절대적이고 완. 福善禍淫

전무결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복선화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명 . 

앞에 의연한 태도로 자신의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성해응은 이렇. 

듯 인간 행위의 ‘보응’에 대해 뚜렷한 관심을 보이는데 이는 그의 아버, 

지 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성해응 인물평가의 가장 독특한 지점, 成大中

이라 할 수 있다.

제 장에서는 사론 의 의의와 한계를 살폈다 사론 의 의의는 그 내  4 . ｢ ｣ ｢ ｣

용적 형식적 목적적 측면에서 모두 · · ‘實’ 지향성을 보인다는 데 있다 . 



성해응은 인물을 평가할 때 도덕적 가치 못지않게 실리적 가치를 중시함

으로써 기존의 도덕주의적 역사평가와는 다른 실질주의적 면모를 보여주

었다 또한 대구법 반어적 의문문 요약적 인용 등을 활용한 간명한 글. , , 

쓰기를 구사하여 ‘의미전달’이라는 글쓰기의 실용적 기능을 제고하였다. 

무엇보다 사론 은 ｢ ｣ ‘역사의 실용성 제고’라는 목적 하에 저술되어 역사, 

인물의 재평가를 통해 ‘鑑戒’라는 실용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론 의 실리적 지향은   ｢ ｣ ‘결과론적 평가’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인물의 도덕적 마음가짐보다는 가시적인 행위와 그 현상적 . 

결과에 입각해 다소 부당한 시비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론적 평가는 인물 외적 환경의 인과성 연쇄성에 대한 탐구도 결·

여하고 있는데 이렇듯 인물을 둘러싼 주변적 사실에 동떨어져서 행위 , 

자체와 그로 인한 공익실현 여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공허한 이상

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인물평가가 진정한 지향으로 나아가려. 實 

면 표면과 이면 개체와 환경을 아우르는 실질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 ·

것이다.

주요어 연경재 성해응 역사인물논평 의리명분 공익실현 운명: , , , , , 史論

학  번 : 2018-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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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고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큰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는 

동서고금의 오래되고도 중요한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의 질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

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고전문학 연

구자의 입장에서 바꿔본다면 ‘옛 문인들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그것을 어떻

게 글에 담아냈는가?’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硏經齋 成海應의 역사

인물논평 모음집인 ｢史論｣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상기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성

해응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그 자체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으나,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

라 기대한다.

성해응(1760~1839)은 조선후기 정조·순조 연간에 활동한 학자이자 문인으로, 

자는 龍汝, 호는 硏經齋, 본관은 昌寧이며 抱川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종고조 

成琬(1639~1710), 종증조 成夢良(1673~1735), 부친 成大中(1732~1809)을 거

쳐 대대로 일본 통신사행에 製述官 또는 書記로 참여했던 서족의 대표적인 명문가

이자 문한가이다.1) 성해응은 正祖 재임 시절에 부친 성대중과 함께 교서관 교리와 

규장각 검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그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각종 

편찬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성해응으로 하여금 규장각에 비장된 국내외

의 수많은 서적들을 열람함으로써 풍부한 지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고, 李德懋·

柳得恭·朴齊家·李書九 등 선배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유를 통해 학적 역량을 제고

하게 하였다. 1788년 29세의 나이로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던 성해응은 십여 년간 

만족스러운 벼슬살이를 하다가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한 뒤에는 외직을 전전했고, 

1815년에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저술에 치력하였다.

博學·考證적 학문성향을 가진 성해응은 硏經齋全集이라는 150여 권 분량의 

방대한 문집을 남겼는데, 그 속에 18~19세기 당대의 학문과 사상·문학·역사·지

리·서화·금석 등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특히 ‘硏經齋’라는 그의 

호에 걸맞게 經學에 관한 저술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분야의 자료수집 및 정리에 

기반한 고증적 연구 성과가 집적되어 있으며, 그 외 人物傳이나 記事, 敍事漢詩 등 

1) 성해응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소과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성해응의 선대에서는 
成琬·成璟·成夢良이 진사를 지냈고, 부친 成大中이 문과에 급제하여 종3품 북청부사를 
지냈으며, 성해응 본인과 아우 成海運을 비롯하여 아들 成憲曾과 조카 成祐曾·成翼曾, 
증손자 成英鎬·成容鎬 등이 진사를 지냈다.(昌寧成氏桑谷公派譜, 美和出版社, 1985;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1, p.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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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학형식을 통해 자신이 중요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형상화한 작품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2) 요컨대 성해응의 다기한 학문적 관심과 성실한 연구의 결과가 연

경재전집에 오롯이 집적되어 있는 것인데, 李丙燾는 일찍이 이런 점에 주목하여 

“漢學과 宋學을 합하여 하나로 하며, 역사·지리·경제 및 기타 다른 방면에도 두

루 미쳐 풍부하게 집성한 자는 오직 成硏經齋와 丁茶山 두 선생일 뿐”이라며 성해

응을 “通儒”라고 일컬은 바 있다.3)

본고의 연구대상인 ｢史論｣은 문집총간본 硏經齋全集 續集 冊10에 수록되어 있

는 작품이다. 문집총간은 고려대에 소장되어 있는 수고본 연경재전집 〈貴555〉·

〈貴555A〉·〈貴555B〉를 영인하는 과정에서, 표지제가 ‘硏經齋全集 外集’이고 권수

제가 ‘硏經齋全集’이면서 내용과 체재가 통일적이지 않고 권차가 분류되어 있지 않

은 책들을 ‘속집’으로 편차하였는데,4) 그 속에 ｢사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속

집에 분류된 글들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硏經齋全集이 1차적으로 완성된 이후 

비교적 만년의 저작들인 것으로 보이는데,5) 권차가 분류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이

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즉 硏經齋全集 原集이 완성된 이후에 쓰여 문

집의 체계 속에 미처 자리 잡히지 못한 작품들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해응이 만년의 어느 시점에 이전까지의 저작들을 모두 아울러 刪定本 硏經

2) 연경재전집에 보이는 성해응의 저술 양상과 특징에 관해서는 손혜리, 위의 책 참조.
3) 李丙燾, ｢成硏經齋與其學術略述｣, 稻葉還曆記念滿鮮史論叢, 1938, pp.729~730. “其

合漢學宋學而一之, 旁及歷史地志經濟其他, 裒然集成者, 惟成硏經齋丁茶山兩先生而已, 兩先
生可謂通儒也.”

4) 문집총간본 硏經齋全集은 성해응이 생전에 정리하여 필사해 둔 手稿本 硏經齋全集
을 原集·外集·續集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수고본 硏經齋全集은 고려대학
교 중앙도서관에 세 개의 도서번호(貴555, 貴555A, 貴555B)로 분류되어 소장되어 있
다. 〈貴555〉는 硏經齋集(이하 表紙題 기준) 제1~15책과 硏經齋全集 外集 제1~43
책 및 ｢硏經齋府君行狀｣ 1책이고, 〈貴555A〉는 硏經齋全集 제1~30책이고, 〈貴555B〉
는 硏經齋全集 外集 제44~56책과 冊次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硏經齋全集 1책이다. 
이 세 본은 모두 서책의 형태나 필체 등이 유사하고, 행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罫印에 
필사되어 있으며, 책의 첫 면에 ‘成海應章’과 ‘龍汝’의 印章이 있고, 끝 면에 ‘蘭室’의 인
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가 생전에 정리하여 필사해 둔 手稿本으로 추정된다. 
문집총간본에서는 〈貴555A〉의 硏經齋全集 제1~30책이 詩文, 經解, 禮論, 風泉錄, 皇
明遺民傳 등 61권으로 편차되어 있고, 卷首題도 ‘硏經齋全集’인 것에 의거하여 原集으로 
편차하였고, 〈貴555〉의 硏經齋全集 外集 제1~40책은 經翼, 史料, 子餘, 載籍의 四部의 
체제에 따라 70권으로 편차되어 있고 권수제도 ‘硏經齋外集’이므로 外集으로 편차하였으
며, 〈貴555〉의 硏經齋全集 外集 제41~43책과 〈貴555B〉의 硏經齋全集 外集 제
44~56책 및 冊次가 未記載된 硏經齋全集 1책은 표지제가 ‘硏經齋全集 外集’이긴 하지
만, 위의 외집 70권과는 상이한 내용과 체재로 이루어져 있는 점과 詩說, 禮說, 史論, 詩
文 등이 卷次가 분류되지 않고 수록된 점, 권수제가 ‘硏經齋全集’인 점 등을 감안하여 續
集으로 편차하였다. 그 외 〈貴555〉의 硏經齋集 15책은 刪定本으로서 상당 부분이 原
集 및 續集과 중복되므로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貴555〉의 ｢硏經齋集府君行狀｣은 續
集의 뒤에 붙였다.(김기빈, ｢연경재전집 해제｣, 2005 참조.)

5) 가령 속집 책11~12, 책17은 모두 ‘文三’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는 연경재전집
원집의 ｢文一｣·｢文二｣ 이후에 쓰인 것임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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齋集을 직접 편찬했으며,6) 그 속에 ｢사론｣의 글 총 66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다. 본래 산정본에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저작을 수록한다는 점을 고려하

면, ｢사론｣이 성해응에게 퍽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론｣은 어떤 글인가? 제2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간단히 말해 

｢사론｣은 중국역사의 주요 인물 170인에 대한 논평을 모은 것이다. 殷나라부터 明

나라까지 중국의 역대사를 대상으로 하여 논할 만한 인물을 선정하고, 인물 각각에 

대한 분석과 포폄 등을 수행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주된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론｣은 다루는 인물이 방대하면서도 직설적인 서술방식을 취

하기 때문에 성해응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비교적 일관적이면서 직접적으로 드러

난다. 본고에서 ｢사론｣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은 사실에 기인하는데, 그

만큼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과 태도를 살피는 데 유리한 작품인 것이다. 요컨대 성

해응은 박학다식하고 성실한 학자로서 특히 경학과 사학에 조예가 깊었고, 이러한 

학문적 바탕 위에 형성된 가치관을 기준으로 수많은 역사인물에 대해 평가한 글이 

바로 ｢사론｣이며, 따라서 옛 문인의 인물 평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의 목

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인 것이다.

이전까지 성해응의 ｢사론｣에 주목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성해

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술적 측면에서 經學과 經世論에 관련하여 이루어졌고,7) 

문학적 측면에서는 손혜리8)에 의해 성해응 문학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

가 제출된 것을 전후하여 기사·인물전을 비롯한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9) 그 외 서화인식10) 및 국방·지리인식11) 등에 관한 연구도 제출되었는데, 

6) 그 산정본이란 〈貴555〉의 硏經齋集 제1~15책으로, 문집총간은 이를 영인대상에서 제
외하였지만, 1982년 旿晟社에서 영인한 연경재전집에서는 외집 1~2권 부분에 수록하
고 있어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병도, ｢成硏經齋與其學術略述｣, 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論叢, 稻葉博士還曆記念會, 
1938; 서경요, ｢成海應의 經學思想에 관한 考察｣, 대동문화연구 15, 대동문화연구원, 
1982; 김문식, ｢成海應의 經學觀과 對中國 認識｣, 한문학보 70, 우리한문학회, 1993; 
김문식, ｢19세기 전반 京畿學人의 經學思想과 經世論―成海應·洪奭周·丁若鏞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5; 양원석, ｢연경재 성해응의 시경학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0; 이병찬, ｢成海應과 申綽의 考證的 詩經學 硏究｣,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손혜리, ｢성해응(成海應)의 서북지역에 대한 인식과 비판―｢속죄언
(續罪言)｣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손혜리, ｢成海
應의 送序를 통해 본 경세의식｣,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2018.

8)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산문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5;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1.

9) 이경미, ｢硏經齋 成海應 記事의 小說的 局面｣, 동방한문학 16, 동방한문학회, 1999; 
김문식, ｢成海應이 증보한 丁未傳信錄｣, 진단학보 115, 진단학회, 2012; 손혜리, ｢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 지식인들의 明 遺民에 대한 기록과 편찬의식―李德懋의 
磊磊落落書와 成海應의 皇明遺民傳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014; 손혜리, ｢成海應의 草榭談獻 硏究｣, 대동한문학 43, 대동한문학회, 2015; 윤
주필, ｢成海應의 연작 악부시 ｢季文蘭의 노래｣와 조선 후기 지식인의 심리적 상흔｣, 한
국한문학연구 71, 한국한문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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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연구주제는 연경재전집 자체가 광범위한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아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성해응의 역사논의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는 것인

데, 성해응이 경학 못지않게 사학을 중시하고 관련된 많은 저술을 남겼음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역사논

의는 여타의 학술논의에 비해 작자의 가치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를 

이해하는 정신적 틀을 일정하게 반영한다. 이는 작가의 정신적·사상적 지형을 파

악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탐구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는 영

역인데 이제껏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놓고 보면, 성해응의 역사 인

물 평가 양상을 살피는 본고의 논의는 이제껏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던 성해응의 가

치관과 세계관이라는 빈 공간을 메워주는 의의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리라 생각된

다.

본고는 ‘성해응은 ｢사론｣을 통해 인간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큰 물음을 우

선 1)어떤 형식으로 평가했는가? 2)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했는가? 하는 두 질문으

로 나누어 다룬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해응은 ｢사론｣은 어떤 의의와 한계가 있

는가?’ 하는 물음에 답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론｣
의 내재적 측면도 가능한 한 온당하게 짚어내고자 하는데, 1)을 통해서는 ｢사론｣의 

집필과정과 본질적 성격을, 2)를 통해서는 성해응의 가치관·세계관과 같은 사상적 

측면을, 3)을 통해서는 ｢사론｣ 저술의 궁극적 지향을 함께 밝혀내게 될 것이다. 이

는 작품의 드러난 면모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내면까지 규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간을 어떻게 평가했는

가?’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됨과 동시에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시

사까지 얻게 되리라 생각된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진행한

다.

제2장에서는 우선 ｢사론｣의 전반적인 체재와 성격을 ‘구성방식 및 수록인물’, ‘집
필 과정’, ‘인물논평집으로서의 ｢사론｣’이라는 세 절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구성

10) 정혜린, ｢성해응의 그림을 보는 눈｣, 문헌과 해석 41, 문헌과해석사, 2007; 손혜리, 
｢18~19세기 초반 문인들의 서화감상과 비평에 관한 연구―成海應의 ｢書畵雜誌｣와 南公
轍의 ｢書畵跋尾｣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박정애, ｢硏經齋 成
海應의 書畵趣味와 書畵觀 연구―書畵雜識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15, 진단학회, 
2012; 진리바, ｢조선후기 문인의 서화인식과 비평의식 연구―서유구, 성해응, 남공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11) 강신엽, ｢성해응의 국방론｣, 문헌과 해석 41, 문헌과해석사, 2007; 이원택, ｢성해응
의 지정학과 울릉도·우산도 인식｣,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2012; 강석화, 
｢성해응의 서북 邊界 의식｣, 진단학보 115, 진단학회, 2012; 이승수, ｢浿水說 散考―
遼東浿水說의 흐름과 전망｣, 온지논총 43, 온지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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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및 수록인물’은 성해응이 ｢사론｣의 각 편들을 어떤 체계에 따라 배치했으며 

수록인물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에 관한 것이고, ‘집필 과정’은 ｢사론｣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필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며, ‘인물논평집으로서의 ｢사론

｣’은 ｢사론｣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

의 연구 대상인 ｢사론｣이 ‘인물 평가를 위주로 하는 역사인물논평 모음’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왜 수많은 작품 중 성해응의 ｢사론｣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평가준거와 

적용 양상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 성해응의 사유구조를 파악해볼 것이다. 도덕적 차

원인 ‘의리명분’, 실리적 차원인 ‘공익실현’, 초월적 차원인 ‘운명’, 이상의 세 가지

를 주요한 평가준거로 제시하되 각각의 준거에서도 ‘忠節의 실천’, ‘君臣之分의 준

수’, ‘재주와 공적’, ‘국가안정에의 기여’ 등등의 세부준거를 나누어 보다 세밀한 분

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사론｣에서 발견되는 성해응의 주요한 평가기준과 그에 

따른 사고방식을 최대한 밀도감 있게 살펴봄으로써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제4장에서는 이전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론｣의 의의와 한계를 점검할 것이

다. ‘實지향적 역사논의’와 ‘결과론적 평가’를 각각 의의와 한계로서 지적할 것인데, 

그 중 의의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사론｣ 집필의 궁극적 지향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론｣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내는 논의는 ‘인물을 어떻

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본고의 근본적 물음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전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한 뒤,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끝으로 본 연구의 의

의 및 한계를 간단히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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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순

서
제목 시대 생몰 편

순

서
제목 시대 생몰

上
1 傅說 殷

前 1 3 3 5 ~ 前

1246 下
1 鄧禹

東漢
2~58

2 共和 西周 미상 2 鄧訓 40~92

[표 1] ｢史論｣의 구성 및 입론인물의 활동 시기

제 2 장 ｢史論｣의 체재와 성격

제 1 절 구성방식 및 수록인물

｢사론｣은 간단히 말하면 중국 역사 인물에 대한 성해응 자신의 論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고대 殷나라의 인물부터 明나라 말기의 인물까지 총 

170인을 다루어 그 立論의 대상이 매우 방대하다. 上·下 두 편으로 나뉘어 있으

며, ｢사론 상｣에는 은나라 傅說부터 前漢 말기의 梅福까지 87인에 대한 87편의 논

을, ｢사론 하｣에는 後漢의 鄧禹부터 明末의 孫承宗까지 83인에 대한 81편의 논을 

담고 있다.12) 각 사론의 길이는 대체로 200~400자 정도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

며, 서술이 매우 간명하다.13) 개별 사론의 제목은 간단히 인물의 명칭으로만 돼있

고,14) 글이 배열된 순서는 대체로 인물이 활동한 시대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상 

｢사론｣의 구성을 입론 인물의 활동시기와 함께 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사론 하｣의 7번째 글과 49번째 글은 각각 李固와 杜喬, 房玄齡과 杜如晦를 묶어 하나
의 논을 작성하였으므로 다룬 인물 수와 글의 수가 같지 않게 된 것이다.

13) ｢사론｣ 첫 번째 글인 〈傅說〉은 168개의 논 중 가장 긴 글에 해당되는데, 이 역시도 총 
558자로 그리 길지 않다. ｢사론｣의 글들은 대체로는 200~400자 사이지만 100자 내외
의 매우 짧은 글도 종종 있다. ｢사론｣의 간명한 글쓰기에 대해서는 제4장 제1절에서 보
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14) 제목으로 삼은 인물의 명칭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①氏+名(ex. ｢사론 상｣ 1번째 
글 〈傅說〉은 傅가 씨이고 說이 이름), ②氏+字(ex. ｢사론 상｣ 17번째 글 〈管仲〉은 管 
이 씨이고 仲이 字), ③氏+諡(ex. ｢사론 상｣ 25번째 글 ｢叔仲惠伯｣은 叔仲이 씨이고 惠
가 시호), ④官職+字(ex. ｢사론 상｣ 8번째 글 〈令尹子文〉은 令尹이 관직이고 子文이 
字), ⑤身分+名(ex. ｢사론 상｣ 11번째 글 〈陳公子完〉은 陳公子(陳公의 아들)가 신분이
고 完이 이름) 등이다. 그러나 살펴본 결과 인물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나 
강조점에 따라 명칭의 유형을 달리한 것 같지는 않으며, 단순히 역사서를 읽는 도중 입
론의 필요성을 느낀 인물에 대해 해당 부분에서 역사서가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 
제목으로 삼은 듯하다. 즉, 제목으로 삼는 인물의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도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역사서에서 임의적으로 취해왔다고 보는 편이 타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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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鬻拳

春秋

?~前675 3 張純 ?~56
4 士蔿 前716~前660 4 陰興 9~47
5 范武子 前660~前583 5 嚴光 前39~41
6 范文子 ?~前574 6 桓譚 前23~56

7 季文子 ?~前568 7
李固·杜
喬

94~147·?~1
47

8 令尹子文 前708~前626 8 襄楷 미상
9 石碏 미상 9 陳寔 104~187
10 鮑叔 前723~前644 10 荀淑 83~149
11 陳公子完 前705~? 11 蔡邕 133~192
12 宮之奇 미상 12 王允 137~192
13 屈完 미상 13 田疇 169~214
14 荀息 ?~前651 14 臧洪 160~196
15 里克 ?~前650 15 孔融 153~208
16 百里奚 前725~前621 16 荀彧 163~212
17 管仲 前723~前645 17 陳登 163~201
18 臧文仲 ?~前617 18 諸葛誕

三國

?~258
19 叔武 ?~前632 19 蔣琬 ?~246
20 元咺 ?~前630 20 費褘 ?~253
21 寗武子 미상 21 陸遜 183~245
22 蹇叔 前690~前610 22 陸抗 226~274
23 先軫 ?~前627 23 張悌 236~280
24 陽處父 ?~前621 24 陳泰 200~260
25 叔仲惠伯 ?~前609 25 司馬孚 180~272
26 趙盾 前655~前601 26 羊祜

晉·
十六
國

221~278
27 荀林父 ?~前593 27 劉弘 236~306
28 公孫申 미상 28 劉琨 271~318
29 劉康公 ?~前544 29 祖逖 266~321
30 曹子臧 미상 30 張賓 ?~322
31 魏絳 ?~前552 31 王導 276~339
32 蘧伯玉 前585~前484 32 陶侃 259~334
33 欒盈 ?~前550 33 謝艾 ?~353
34 臧武仲 미상 34 慕容恪 320~367
35 楚弃疾 ?~前551 35 王猛 325~375
36 齊太史 미상 36 謝安 320~385
37 向戌 미상 37 謝玄 343~388
38 季子札 ?~前485 38 劉穆之 360~417
39 罕虎 ?~前529 39 陶潛 365~427
40 趙文子 前598~前541 40 袁淑

南北
朝

408~453
41 叔孫穆子 ?~前537 41 袁粲 420~477
42 晏嬰 ?~前500 42 高允 390~487
43 椒擧 미상 43 韋叡 442~520
44 孟僖子 ?~前518 44 蘓綽 498~546
45 韓起 ?~前497 45 王通 隋 584~617
46 叔向 미상 46 魏徵

唐

580~643
47 子服回 미상 47 徐洪客 미상
48 裨竈 미상 48 李靖 571~649

49 子産 ?~前522 49
房玄齡·
杜如晦

579~648·585
~630

50 叔孫昭子 ?~前517 50 狄仁傑 6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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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子家覊 미상 51 張柬之 625~706
52 衛公子郢 미상 52 宋廣平 663~737
53 申包胥 미상 53 姚元之 651~721
54 令尹子西 ?~前479 54 張九齡 673~740
55 屈原

戰國
前340~前278 55 顔眞卿 709~784

56 樂毅 미상 56 張巡 708~757
57 魯仲連 前305~前245 57 郭子儀 697~781
58 李斯

秦
?~前208 58 李光弼 708~764

59 蒙恬 ?~前210 59 李泌 722~789
60 范增 前277~前204 60 陸贄 754~805
61 蕭何

西漢

前257~前193 61 李晟 727~793
62 曹參 ?~前190 62 裴度 765~839
63 婁敬 미상 63 杜黃裳 738~808
64 陳平 ?~前178 64 李絳 764~830
65 張良 ?~前189 65 李德裕 787~850

66 韓信 前231~前196 66 王朴
五代
十國

906~959

67 周亞夫 前199~前143 67 趙普

北宋

922~992
68 申屠嘉 ?~前155 68 冦準 961~1023
69 石奮 前220~前124 69 范仲淹 989~1052
70 賈誼 前200~前168 70 韓琦 1008~1075
71 司馬相如 前179~前118 71 司馬光 1019~1086
72 董仲舒 前179~前104 72 宗澤 1060~1128
73 路溫舒 미상 73 李綱

南宋

1083~1140
74 霍光 ?~前68 74 張浚 1097~1164
75 張安世 ?~前62 75 孟珙 1195~1246
76 趙充國 前137~前52 76 文天祥 1236~1283
77 楊敞 ?~前74 77 方孝孺

明

1357~1402
78 魏相 ?~前59 78 徐達 1332~1385
79 丙吉 ?~前55 79 于謙 1398~1457
80 蓋寬饒 前105~前60 80 張居正 1525~1582
81 蕭望之 前114~前47 81 孫承宗 1563~1638
82 谷永 ?~前11
83 王嘉 ?~前2
84 師丹 ?~3
85 貢禹 前127~前44
86 王章 ?~前24
87 梅福 ?~8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해응은 각각의 인물론을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히 생몰년의 선후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열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인물이 서로 친족관계

이거나 행적의 연관성이 있거나 입론주제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점을 고려

하여 나란히 배치를 했던 것 같다.

가령, ｢사론 상｣ 4·5·6번째 글인 〈士蔿〉·〈范武子〉·〈范文子〉는 전체적인 생

몰순서와 맞지 않게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이들이 친족관계라는 점 때문에 연관성

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사위는 춘추 시대 晉나라의 大夫로 獻公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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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시 건설과 관련된 토목과 건축에 기여한 인물인데, 범무자의 조부이자 범문자

의 증조부이다. ‘범무자’와 ‘범문자’라는 명칭은 그들의 봉지 ‘범(范)’땅과 각각의 

시호 ‘무(武)’와 ‘문(文)’을 합쳐 칭한 것으로, 본명은 士會와 士燮이다. 생몰년만 

따른다면 사위보다 두세 세대 아래인 사회와 사섭이 荀林父(｢사론 상｣ 27번째)처

럼 뒤쪽에 배치되는 것이 맞겠지만, 친족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사위와 나란히 배치

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론 하｣ 1·2번째 글인 〈鄧禹〉와 〈鄧訓〉(등우의 아들), 

21·22번째 글인 〈陸遜〉과 〈陸抗〉(육손의 아들), 36·37번째 글인 〈謝安〉과 〈謝

玄〉(사안의 조카)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인물 간 행적의 유사성으로 인해 나란히 배치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가령 

〈蕭何〉·〈曹參〉·〈婁敬〉·〈陳平〉·〈張良〉·〈韓信〉은 ｢사론 상｣의 61~66째 글로 나

란히 실려 있는데, 이들은 모두 劉邦을 보필하여 漢나라 건국에 공을 세웠다는 공

통적인 행적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사론 상｣ 74~77번째 글인 〈霍光〉·〈張安世〉·

〈趙充國〉·〈楊敞〉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西漢의 중신으로, 昭帝가 

죽자 昌邑王 賀를 옹립했다가 폐위시키고 다시 宣帝를 영입하는 등의 일에 가담하

였다.

그런가 하면 입론의 주제가 유사한 글이 나란히 배치된 사례도 있다. ｢사론 상｣
의 8~10번째 글인 〈令尹子文〉·〈石碏〉·〈鮑叔〉이 대표적인 예이다. 영윤자문은 춘

추 시대 楚나라의 재상이었던 鬪穀於菟[투누오도]를 가리키는데, 세 번 벼슬을 해

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세 번 벼슬에서 쫓겨나도 성내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

에 孔子가 ‘忠’하다고 칭송한 명재상이다. 석작은 춘추 시대 衛나라의 대부로, 불초

한 아들 石厚가 난신적자 州吁를 도와 衛桓公을 시해하고 온갖 아첨과 간계를 일삼

는 것을 보다 못해 주우와 석후를 처형하여 위나라를 안정시킨 충신이다. 포숙은 

춘추 시대 齊나라 사람으로, 齊桓公이 자신을 재상으로 삼으려 하자 사양하고 대신 

막역지우인 管仲을 추천해 재상의 자리에 앉혀 제나라의 부국강병을 가능케 한 인

물이다. 이상의 세 인물은 국적도 다르고 역사적으로 연관된 사건도 없는 별개의 

인물들이지만, 성해응은 이들에 관해 ‘大臣’이라는 공통된 주제어로 논의를 펼치며 

나란히 실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사례들은 특수한 경우일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편간에 특별한 연

관성 없이 시대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요컨대 ｢사론｣은 기본적으로 인물의 

시대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되, 가족관계·행적·입론주제 등의 연관성을 고려하

여 나란히 배치된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론｣에는 주로 어떤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는가? 성해응이 입론한 인

물들의 전반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 우선 각 인물의 국적과 신분을 아래에 표로 정

리해 제시한다. 신분의 경우 인물의 대표적인 행적을 바탕으로 大臣15)·將帥·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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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인물

국

적

신

분
비고

순

서
인물

국

적

신

분
비고

1 傅說 殷 大臣 書經·史記 1 鄧禹 東漢 將帥 後漢書〈鄧禹傳〉

2 共和 周 諸侯 竹書紀年 2 鄧訓 東漢 大臣 後漢書〈鄧訓傳〉

3 鬻拳 楚 大臣 春秋左氏傳 3 張純 東漢 大臣 後漢書〈張純傳〉

4 士蔿 晉 大臣 〃 4 陰興 東漢 大臣 後漢書〈鄧興傳〉

5 范武子 晉 大臣 〃 5 嚴光 東漢 隱士 後漢書〈嚴光傳〉

6 范文子 晉 大臣 〃 6 桓譚 東漢 學者 後漢書〈桓譚傳〉

7 季文子 魯 大臣 〃
7

李固 東漢 大臣 後漢書〈李固傳〉

8 令尹子文 楚 大臣 〃 杜喬 東漢 大臣 後漢書〈杜喬傳〉

9 石碏 衛 大臣 〃 8 襄楷 東漢 道士 後漢書〈襄楷傳〉

10 鮑叔 齊 大臣 〃 9 陳寔 東漢 縣長 後漢書〈陳寔傳〉

11 陳公子完 齊 大臣 〃 10 荀淑 東漢 侯相 後漢書〈荀淑傳〉

12 宮之奇 虞 大臣 〃 11 蔡邕 東漢 學者 後漢書〈蔡邕傳〉

13 屈完 楚 大臣 〃 12 王允 東漢 大臣 後漢書〈王允傳〉

14 荀息 晉 大臣 〃 13 田疇 東漢 隱士
後漢書·三國志〈田
疇傳〉

15 里克 晉 大臣 〃 14 臧洪 東漢 郡守
後漢書〈臧洪傳〉·三
國志〈臧洪傳〉

16 百里奚 秦 大臣 〃 15 孔融 東漢 大臣
後漢書〈孔融傳〉·三
國志

17 管仲 齊 大臣
春秋左氏傳·史記
〈管仲傳〉

16 荀彧 東漢 大臣
後漢書〈荀彧傳〉·三
國志〈荀彧傳〉

18 臧文仲 魯 大臣 春秋左氏傳 17 陳登 東漢 將帥 後漢書·三國志〈陳

[표 2] 수록 인물 정보 및 출전

族·文人·學者·隱士 등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한 인물이 평생 동안 가

졌던 신분이 다양하고 여러 신분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였으므로 한 가지로 분류하

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성해응이 주목한 인물의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범박함을 감수하였다. 또한 備考란을 두어 각 인물의 出典이 되는 주요 

문헌을 함께 정리하였는데, 특별히 正史16)의 世家나 列傳에 입전돼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명시하였다. 이는 ｢사론｣의 입론인물들이 기존 역사서에서도 주목된 바 

있는 인물들인지, 또 성해응이 어떤 문헌을 바탕으로 ｢사론｣ 저술에 임했는지 살피

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5) 본래 ‘大臣’은 조정의 최고집정관인 재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漢語大詞
典의 1번 뜻인 ‘官職尊貴之臣[관직이 존귀한 신하]’에 준하여 재상·공경대부 등의 고
위관료로서 국가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통틀어 ‘大臣’으로 분류했다.

16) 正史란 중국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 이전 왕조의 역사서로서, 시대와 학
자에 따라 17史, 22史, 24史 등으로 포함하는 서종의 수가 달라졌는데, 성해응의 경우는 
정사를 ‘23史’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硏經齋全集 外集卷24에 〈二十三史約
例〉라는 제목으로 史記·前漢書·後漢書·三國志·晉書·宋書·南齊書·
梁書·陳書·魏書·北齊書·周書·隋書·南北史·舊唐書·唐書·五
代史·宋史·遼史·金史·元史·明史의 체재를 정리한 글이 발견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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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傳〉

19 叔武 衛 公族 〃 18 諸葛誕 魏 將帥 三國志〈諸葛誕傳〉

20 元咺 衛 大臣 〃 19 蔣琬 蜀 大臣 三國志〈蔣琬傳〉

21 寗武子 衛 大臣 〃 20 費褘 蜀 大臣 三國志〈費褘傳〉

22 蹇叔 秦 大臣 〃 21 陸遜 吳 大臣 三國志〈陸遜傳〉

23 先軫 晉 將帥 〃 22 陸抗 吳 將帥 三國志〈陸抗傳〉

24 陽處父 晉 大臣 〃 23 張悌 吳 大臣 三國志·晉書
25 叔仲惠伯 魯 公族 〃 24 陳泰 魏 將帥

三國志〈陳泰傳〉·晉
書

26 趙盾 晉 大臣 〃 25 司馬孚 魏 大臣
三國志·晉書〈安平
獻王孚傳〉

27 荀林父 晉 大臣 〃 26 羊祜 西晉 將帥 晉書〈羊祜傳〉

28 公孫申 鄭 大臣 〃 27 劉弘 西晉 將帥 晉書〈劉弘傳〉

29 劉康公 周 大臣 〃 28 劉琨 東晉 將帥 晉書〈劉琨傳〉

30 曹子臧 曹 公族 〃 29 祖逖 東晉 將帥 晉書〈祖逖傳〉

31 魏絳 晉 大臣 〃 30 張賓 後趙 謀士 晉書〈張賓傳〉

32 蘧伯玉 衛 大臣 〃 31 王導 東晉 大臣 晉書〈王導傳〉

33 欒盈 晉 大臣 〃 32 陶侃 東晉 將帥 晉書〈陶侃傳〉

34 臧武仲 魯 大臣 〃 33 謝艾 前凉 將帥 晉書
35 楚弃疾 楚 御士 〃 34 慕容恪 前燕 將帥 晉書〈慕容恪傳〉

36 齊太史 齊 史官 〃 35 王猛 前秦 大臣 晉書〈王猛傳〉

37 向戌 宋 大臣 〃 36 謝安 東晉 大臣 晉書〈謝安傳〉

38 季子札 吳 公族 〃 37 謝玄 東晉 將帥 晉書〈謝玄傳〉

39 罕虎 鄭 大臣 〃 38 劉穆之 東晉 大臣
宋書〈劉穆之傳〉·南
史〈劉穆之傳〉

40 趙文子 晉 大臣 〃 39 陶潛 東晉 文人
晉書〈陶潛傳〉·宋書
〈陶潛傳〉·南史〈陶潛傳〉

41 叔孫穆子 魯 大臣 〃 40 袁淑
南朝
宋

大臣
宋書〈袁淑傳〉·南史
〈袁淑傳〉

42 晏嬰 齊 大臣 〃 41 袁粲
南朝
宋

大臣
宋書〈袁粲傳〉·南史
〈袁粲傳〉

43 椒擧 楚 大臣 〃 42 高允 北魏 大臣
魏書〈高允傳〉·北史
〈高允傳〉

44 孟僖子 魯 大臣 〃 43 韋叡
南朝
梁

將帥
梁書〈韋叡傳〉·南史
〈韋叡傳〉

45 韓起 晉 大臣 〃 44 蘓綽 北周 大臣
周書〈蘇綽傳〉·北史
〈蘇綽傳〉

46 叔向 晉 大臣 〃 45 王通 隋 學者 舊唐書
47 子服回 魯 大臣 〃 46 魏徵 唐 大臣

舊唐書〈魏徵傳〉·新
唐書〈魏徵傳〉

48 裨竈 鄭 大臣 〃 47 徐洪客 唐 道士 資治通鑑
49 子産 鄭 大臣 〃 48 李靖 唐 將帥

舊唐書〈李靖傳〉·新
唐書〈李靖傳〉

50 叔孫昭子 魯 大臣 〃
49

房玄齡 唐 大臣
舊唐書〈房玄齡傳〉·
新唐書〈房玄齡傳〉

51 子家覊 魯 大臣 〃 杜如晦 唐 大臣
舊唐書〈杜如晦傳〉·
新唐書〈杜如晦傳〉

52 衛公子郢 衛 公族 〃 50 狄仁傑 唐 大臣
舊唐書〈狄仁傑傳〉·
新唐書〈狄仁傑傳〉

53 申包胥 楚 大臣 〃 51 張柬之 唐 大臣
舊唐書〈張柬之傳〉·
新唐書〈張柬之傳〉

54 令尹子西 楚 大臣 〃 52 宋廣平 唐 大臣
舊唐書〈宋璟傳〉·新
唐書〈宋璟傳〉

55 屈原 楚 大臣 史記〈屈原傳〉 53 姚元之 唐 大臣 舊唐書〈姚崇傳〉·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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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書〈姚崇傳〉

56 樂毅 燕 將帥 史記〈樂毅傳〉 54 張九齡 唐 大臣
舊唐書〈張九齡傳〉·
新唐書〈張九齡傳〉

57 魯仲連 齊 大臣 史記〈魯仲連傳〉 55 顔眞卿 唐 大臣
舊唐書〈顏眞卿傳〉·
新唐書〈顏眞卿傳〉

58 李斯 秦 大臣 史記〈李斯傳〉 56 張巡 唐 大臣
舊唐書〈張巡傳〉·新
唐書〈張巡傳〉

59 蒙恬 秦 將帥 史記〈蒙恬傳〉 57 郭子儀 唐 大臣
舊唐書〈郭子儀傳〉·
新唐書〈郭子儀傳〉

60 范增 秦 謀士 史記·漢書 58 李光弼 唐 將帥
舊唐書〈李光弼傳〉·
新唐書〈李光弼傳〉

61 蕭何 西漢 大臣
史記〈蕭相國世家〉·
漢書〈蕭何傳〉

59 李泌 唐 大臣
舊唐書〈李泌傳〉·新
唐書〈李泌傳〉

62 曹參 西漢 大臣
史記〈曹相國世家〉·
漢書〈曹參傳〉

60 陸贄 唐 大臣
舊唐書〈陸贄傳〉·新
唐書〈陸贄傳〉

63 婁敬 西漢 大臣
史記〈劉敬傳〉·漢書
〈婁敬傳〉

61 李晟 唐 將帥
舊唐書〈李晟傳〉·新
唐書〈李晟傳〉

64 陳平 西漢 大臣
史記〈陳丞相世家〉·
漢書〈陳平傳〉

62 裴度 唐 大臣
舊唐書〈裴度傳〉·新
唐書〈裴度傳〉

65 張良 西漢 大臣
史記〈留侯世家〉·漢
書〈張良傳〉

63 杜黃裳 唐 大臣
舊唐書〈杜黃裳傳〉·
新唐書〈杜黃裳傳〉

66 韓信 西漢 將帥
史記〈淮陰侯傳〉·漢
書〈韓信傳〉

64 李絳 唐 大臣
舊唐書〈李絳傳〉·新
唐書〈李絳傳〉

67 周亞夫 西漢 大臣
史記〈周亞夫世家〉·
漢書〈周亞夫傳〉

65 李德裕 唐 大臣
舊唐書〈李德裕傳〉·
新唐書〈李德裕傳〉

68 申屠嘉 西漢 大臣
史記〈申屠嘉傳〉·漢
書〈申屠嘉傳〉

66 王朴 後周 大臣
舊五代史〈王朴傳〉·
新五代史〈王朴傳〉

69 石奮 西漢 大臣
史記〈石奮傳〉·漢書
〈石奮傳〉

67 趙普 北宋 大臣 宋史〈趙普傳〉

70 賈誼 西漢 學者
史記〈賈生傳〉·漢書
〈賈誼傳〉

68 冦準 北宋 大臣 宋史〈寇準傳〉

71 司馬相如 西漢 文人
史記〈司馬相如傳〉·
漢書〈司馬相如傳〉

69 范仲淹 北宋 大臣 宋史〈范仲淹傳〉

72 董仲舒 西漢 學者
史記〈董仲舒傳〉·漢
書〈董仲舒傳〉

70 韓琦 北宋 大臣 宋史〈韓琦傳〉

73 路溫舒 西漢 大臣 漢書〈路溫舒傳〉 71 司馬光 北宋 大臣 宋史〈司馬光傳〉

74 霍光 西漢 大臣 漢書〈霍光傳〉 72 宗澤 北宋 將帥 宋史〈宗澤傳〉

75 張安世 西漢 大臣 漢書〈張安世傳〉 73 李綱 南宋 大臣 宋史〈李綱傳〉

76 趙充國 西漢 將帥 漢書〈趙充國傳〉 74 張浚 南宋 大臣 宋史〈張浚傳〉

77 楊敞 西漢 大臣 漢書〈楊敞傳〉 75 孟珙 南宋 將帥 宋史〈孟珙傳〉

78 魏相 西漢 大臣 漢書〈魏相傳〉 76 文天祥 南宋 大臣 宋史〈文天祥傳〉

79 丙吉 西漢 大臣 漢書〈丙吉傳〉 77 方孝孺 明 大臣 明史〈方孝孺傳〉

80 蓋寬饒 西漢 大臣 漢書〈蓋寬饒傳〉 78 徐達 明 將帥 明史〈徐達傳〉

81 蕭望之 西漢 大臣 漢書〈蕭望之傳〉 79 于謙 明 大臣 明史〈于謙傳〉

82 谷永 西漢 大臣 漢書〈谷永傳〉 80 張居正 明 大臣 明史〈張居正傳〉

83 王嘉 西漢 大臣 漢書〈王嘉傳〉 81 孫承宗 明 將帥 明史〈孫承宗傳〉

84 師丹 西漢 大臣 漢書〈師丹傳〉

85 貢禹 西漢 大臣 漢書〈貢禹傳〉

86 王章 西漢 大臣 漢書〈王章傳〉

87 梅福 西漢 縣尉 漢書〈梅福傳〉

[표 2]를 통해 보면 ｢사론｣ 수록 인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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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부분 ‘大臣’의 신분으로서 국가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다. ｢사론｣의 수록인물은 大臣 119인·將帥 26인·公族 5인·學者 5인·文人 2

인·謀士 2인·隱士 2인·道士 2인·其他 7인17)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대신과 장수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되 그 외 다양한 신분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王位에 있었던 인물은 한 명도 다루지 않는다는 것

인데,18) 이는 성해응이  ‘君’보다 ‘臣’에 훨씬 큰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

다. 또 문인·학자 신분의 인물을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문학적·학술적 역량

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정치적 행적’의 차원에서 인물을 논한다.19) 

따라서 공자·맹자, 정자·주자와 같은 순수 사상가 및 학자는 거의 입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둘째, 元·淸과 같은 정복왕조의 인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20) 청나라는 성해응 

생존 당시의 왕조이므로 역사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나라를 비

롯해 遼·金·西夏의 인물까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 배제된 국가들은 모두 

17) 기타 7인은 諸侯 1인·御士 1인·史官 1인·縣尉 1인·縣長 1인·侯相 1인·郡守 1
인으로, 제후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정 또는 지방의 관원 신분이다. 즉, 대신이나 장
수는 아니지만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8) ｢사론 상｣ 2번째 인물인 共和와 29번째 인물인 劉康公은 각각 춘추시기 제후국인 共
國과 劉國의 봉건 제후였으므로 일종의 국왕 역할을 한 인물들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봉건제 아래에서 제후국의 군주에 불과했으므로 ‘왕위’에 있었다 하긴 어렵
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해응이 그들에 대해 주목한 역할 자체가 제후국의 왕이 아닌 周
나라의 신하로서의 역할이었다. 예컨대 성해응은 共和에 대해 “厲王의 때에 이르러 國人
들이 왕을 범하고 그 태자를 죽이고자 하였으니, 만일 공화의 다스림이 아니었다면 주나
라가 보존될 수 있었겠는가? …(중략)… 공화가 (주나라) 왕실을 鎭撫한 지 14년이 되
었을 때 제후들이 화합하여 마침내 宣王을 봉하여 즉위시키고 그를 도왔으니, 선왕의 중
흥의 다스림은 바로 공화의 공력이다.[至厲王時, 國人犯王而欲殺其太子, 向微共和之治, 周
其存乎? …(中略)… 共和乃鎭撫王室, 十有四年, 諸侯輯睦, 卒乃奉宣王而立之, 又爲之相, 
宣王中興之治, 卽共和之力也.]”(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共和〉)라고 평가하
였다.

19) 가령 성해응은 東晉의 시인 陶潛에 대해 “淵明이 본래 宋高祖에게 중히 여김을 받았으
나, 자신의 先代가 晉나라의 재상이었던 것으로 인해 다시 後代의 왕조에 몸을 굽히는 
것을 수치로 여겨, 끝내 宋나라에 벼슬하지 않고 晉나라의 徵士로서 생을 마쳤다.[淵明素
爲宋高祖所重. 然自以先世爲晉輔, 恥復屈身後代, 卒不仕宋, 以晉徵士卒.]”(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陶潛〉)라고 하며 그 충절의 행적을 주로 부각하고 문학에 대해
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20) ‘정복왕조(征服王朝)’는 칼 비트포겔(Karl A. Wittfogel)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
로, 중국 대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한 이민족 왕조로서 중국의 사회문화에 동화·흡
수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문화와 사회제도를 유지한 국가를 가리킨다. 요·금·서하·
원·청이 정복왕조로 분류된다. 반면 중국의 일부를 차지한 이민족 왕조 가운데 중국의 
문화에 흡수되어간 왕조는 ‘침투왕조’로 분류되며, 수·당·북위·북주 등이 이에 해당한
다. (Karl A. Wittfogel & Feng Chia-Dhe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907~1125),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49.) 이와 
같은 정복왕조와 침투왕조의 구분은 성해응 당시에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힌 화이구분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트포겔은 ‘정복왕조’와 ‘침투왕조’라는 용어를 창안한 것일 뿐, 
두 개념의 구분은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 사회에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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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정복한 이민족 국가로서 중국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들 고유의 제도와 

문화를 강하게 유지한 나라이다. 원나라와 청나라는 각각 송나라와 명나라를 침략

한 정복왕조이고, 요·금·서하 역시 정통왕조인 송을 침략한 정복왕조인 것이다. 

반면 성해응은 이민족 왕조라고 해도 십육국시대·남북조시대·오대십국시대의 後

趙·前燕·前秦·北魏·北周 등과 같이 이민족성을 버리고 중국의 문화에 흡수된 

나라의 인물은 배제하지 않았다. 즉 성해응은 중국의 정통왕조를 정복한 뒤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서 한족 문화를 탄압한 이적국의 경우에만 의도적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처럼 역대 중국의 모든 시대와 국가의 인물을 다루는 중에 유독 정복왕조만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은 그가 엄격한 正統論的·華夷論的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성해응의 尊華攘夷的 화이관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수차례 지

적된 바 있는데, 가령 硏經齋全集 外集에 ‘尊攘類’를 두어 ｢華陽洞志｣·｢丁未傳信

錄｣ 등을 저술한 것이나, ｢宋遺民傳｣21)·｢皇明遺民傳｣22) 등을 방대하게 저술한 것 

모두 그의 존화양이적 사고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성해

응이 여타 작품에서 일관되게 보여 온 정통론적·화이론적 역사관은 ｢사론｣의 저술

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반영되었고, 입론인물의 선정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

나 있는 것이다.

제 2 절 집필과정

앞서 ｢사론｣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중국 역사 인물에 대한 성해응 자신의 論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본 절에서는 과연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론｣을 집필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성해응의 기본적인 

저술방식뿐 아니라 그가 ｢사론｣의 집필에 기울였던 관심과 노력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사론｣의 집필 방식에 대해서는 성해응이 직

접 설명한 바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론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가능한 한 성해응 및 ｢사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추론을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성해응이 ①수많은 역사관련 서적을 열람하면서 논의

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메모를 남기고, ②그것을 활용하여 각 인물에 대

한 논평을 작성한 뒤, ③이후의 어느 시점에 그러한 저술들을 모아 시대 순에 따라 

엮어 최종적으로 ｢사론｣을 완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21) 硏經齋全集 권45.
22) 硏經齋全集 권37~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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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해응이 ①수많은 역사관련 서적을 열람하면서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메모를 남겼다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
사론｣ 속에 역사서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빈번히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

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曹負芻(曹成公)가 임금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자 제후들이 그를 토벌해 붙잡고, 

장차 子臧을 周王에게 알현시키고서 그를 曹나라의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는데 子臧이 사

양하며 말했다. “옛 기록에 ‘聖人은 모든 행위가 節義에 맞고, 賢人은 節義를 지키고, 下

愚는 節義를 잃는다.’고 하였으니, 임금이 되는 것은 나의 節義가 아니다. 비록 聖人에는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감히 지킬 바를 잃겠는가?” 그리고서 마침내 도망하여 宋나라로 

달아났으니, 子臧의 節義는 진실로 아름답다.23)

 婁敬이 수레의 가로막대를 내려놓고 양가죽 옷을 입은 채 한 번 高帝를 알현함에 능

히 遷都의 계책을 이뤄낼 수 있었으니 대단하다 할 만하다.24)

은 ｢사론 상｣ 30번째 글인 〈曹子臧〉의 도입부이다. 제후들이 曹나라의 왕위를 

찬탈한 成公을 내치고 그 庶子인 子臧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子臧이 사양하며 한 

말을 인용하고서, 그의 절의가 아름답다고 평가내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인용된 

子臧의 말은 좌전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비교를 위해 원문을 인용해보

면, ｢사론｣의 해당 부분은 “聖達節, 次守節, 下失節. 爲君, 非吾節也. 雖不能聖, 敢失

守乎?”이고, 좌전의 해당 부분은 “前志有之曰: ‘聖達節, 次守節, 下失節.’ 爲君, 非

吾節也. 雖不能聖, 敢失守乎?”25)로, ‘前志有之曰’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일치

함을 볼 수 있다. 성해응이 좌전을 직접 읽으며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인용해 왔

음이 분명한 것이다. 도 마찬가지로 성해응이 기존 역사서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

와 자신의 논의에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前漢 5년에 隴西로 수자리 하러 가

던 婁敬은 미천한 신분으로 高帝를 알현해 끝내 천도를 주장한 자신의 계책을 실현

시켰다. 성해응은 이에 대해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婁敬이 수레의 

가로막대를 내려놓고 양가죽 옷을 입은 채”의 원문인 “婁敬脫輓輅, 衣羊裘”가 사

23)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曹子臧〉: “曹負芻弑其君而自立, 諸侯討而執之, 將
見子臧於王而立之. 子臧辭曰: ‘聖達節, 次守節, 下失節. 爲君, 非吾節也. 雖不能聖, 敢失守
乎?’ 遂逃奔宋. 子臧之節誠姱矣.” 참고로 성해응의 ｢사론｣은 번역서가 없어 모두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다만 경전이나 역사서를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해당 문헌의 번역서를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번역서를 참고하였는지는 해당 각주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子臧辭曰’이하를 전통문화연구회 東洋古典譯註叢書 春秋左氏傳을 참고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해 번역하였다. 이하 좌전 인용부의 번역은 모두 해당 번역서를 참고
하되 필요한 경우 필자가 수정을 가했다.

24)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婁敬〉: “婁敬脫輓輅, 衣羊裘, 一見高帝, 能成遷都
之計, 可謂奇矣.”

25) 春秋左氏傳 ｢成公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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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婁敬列傳〉의 “婁敬脫輓輅, 衣其羊裘”와 거의 일치한다.26) 좌전뿐 아니라 
사기도 열람하며 자신의 글에 활용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해응은 역사서나 역사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에 대한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左氏가 말하기를 “管氏는 대대로 제사가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管仲 

이후로는 齊나라에 명성을 떨친 자가 없으니 어찌 대대로 제사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奢侈로 인한 禍이다.27)

 史書에서 寇平仲(平仲은 寇準의 字)이 眞宗에게 황하를 건너 契丹[글안]의 병사를 

물리칠 것을 권한 일을 훌륭하다고 하니, 그 책략이 참으로 기특하긴 하다.28)

에서 성해응은 “左氏가 말하기를”이라고 하며 좌전 僖公12년의 ‘君子曰’ 부

분을 인용해오고 있다.29) 좌전의 저자인 左丘明은 춘추시대 齊나라의 명재상이었

던 管仲에 대해 “대대로 제사가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성해

응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해응은 ‘左氏’를 직접 언급

함으로써 본인이 좌전을 참고하였고 그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

고 있다. 도 역시 史書의 서술을 거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이다. 北

宋 眞宗 때 재상을 지낸 寇準은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진종에게 親征할 것을 주장

하여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史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성해응 자

26) 史記 권99 〈劉敬列傳〉의 도입부분은 다음과 같다. “劉敬은 齊나라 사람이다. 漢 5년
에 隴西에 수자리하러 가면서 洛陽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高帝가 낙양에 머물고 있었
다. 婁敬은 수레의 가로막대를 내려놓고 양가죽 옷을 입은 채 제나라 출신인 虞將軍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폐하를 뵙고 국가에 이로운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장
군이 그에게 새 옷을 주려고 하자 누경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비단옷을 입고 있으면 비
단옷을 입은 채 뵐 것이고, 베옷을 입고 있으면 베옷을 입은 채로 뵐 것입니다. 절대 옷
을 바꿔 입지 않겠습니다.’ 이에 우장군이 안으로 들어가 황상께 아뢰었다. 황상이 불러
서 알현하게 하고 음식을 하사했다.”[劉敬者, 齊人也. 漢五年, 戍隴西, 過洛陽, 高帝在焉. 
婁敬脫輓輅, 衣其羊裘, 見齊人虞將軍曰: “臣願見上言便事.” 虞將軍欲與之鮮衣, 婁敬曰: 
“臣衣帛, 衣帛見, 衣褐, 衣褐見, 終不敢易衣.” 於是虞將軍入言上. 上召入見, 賜食.](번역은 
사마천 著, 김영수·최인욱 譯, 사기열전, 신원문화사, 2006을 참고하되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이하의 사기 번역도 모두 해당 역서를 참고했다.) 성해응은 상기 도입부와 그 
이후의 내용을 합쳐 “婁敬脫輓輅, 衣羊裘, 一見高帝, 能成遷都之計”의 몇 글자로 짧게 요
약하여 婁敬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다.

27)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管仲〉: “左氏云: ‘管氏之世祀也, 宜哉.’ 然自管仲
之後, 無聞於齊, 安有世祀者哉? 此乃奢侈之禍也.”

28)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寇準〉: “史稱冦平仲勸眞宗渡河, 却契丹兵, 爲善, 
其略誠奇矣.”

29)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管氏는 대대로 제사가 이어지
는 것이 마땅하다. 사양하면서도 윗사람을 잊지 않았으니 말이다. 詩에 ‘화락한 君子여, 
神이 돕는 바이다.’라고 하였다.”[君子曰: “管氏之世祀也, 宜哉. 讓不忘其上. 詩曰: ‘愷
悌君子, 神所勞矣.’”](春秋左氏傳 ｢僖公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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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취지이다. 이 때 ‘史書’는 宋史를 가리키는 것으로,30) 성

해응이 역사서를 참고하여 ｢사론｣을 저술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면상 일일

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외에도 ｢사론｣ 속에 역사서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언급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이는 성해응이 역사서를 열람하고, 그 기록을 인물평

의 출발점으로 삼았음을 알게 한다.

그렇다면 성해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적을 열람했을까? 우선 ｢사론｣에 수록된 

인물의 비중과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성해응이 가장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

되는 서적은 좌전과 사기이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 ｢사론｣에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좌전과 사기의 배경시대인 선진양한의 인물들이고, 

또 앞서 언급했듯 각 편의 서술 가운데에서도 좌전과 사기를 직접 언급하는 부

분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이다. 아무래도 사기와 춘추는 당시 널리 유통되어 서

적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성해응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인물을 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선진양한 이후시대의 인물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책을 참고했을

까? 우선 [표 2]에 정리되어 있듯 성해응이 다룬 인물들은 대부분 중국 정사 열전

부에 입전된 인물들인데, 이것으로 보아 성해응이 중국의 역대 正史를 두루 열람했

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차원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서적의 유통 상

황을 고려해보면 중국 역대 사서가 모두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宋史·明史를 비롯해 晉書·梁書·宋書 등등의 역사서까지 모두 접해 보

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성해응이 중국의 正史를 모두 열람했으리라는 

추측은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럼에도 성해응이 중국 역대사서를 두루 열람해 보았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다름 아닌 硏經齋全集 外集의 〈二十

三史約例〉31)라는 글의 존재에 있다. 〈二十三史約例〉는 중국의 정식 사서인 二十三

史 각각의 기본적인 서지정보와 목차 등의 체재를 기록한 글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십삼사를 직접 접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되

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해응은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바 있다. 기록에 의

30) 宋史 〈寇準傳〉 말미의 論贊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畢士安이 寇準을 천거하고 
또 그를 위해 辨誣하여, 契丹이 대대적으로 침입해 왔을 적에 合辭로 眞宗을 권해 마침
내 澶淵으로 거둥해 강적을 물리치게 하였다. … 景德·鹹平 연간 이래로 천하가 평안했
던 것은 두 재상의 화협 덕분이다.”[畢士安薦寇準, 又爲之辨誣. 契丹大舉而入, 合辭以勸真
宗, 遂幸澶淵, 終卻鉅敵. … 景德､鹹平以來, 天下乂安, 二相協和之所致也.](宋史 권281, 
〈畢士安､寇準傳〉. 번역은 필자.) 물론 성해응이 참고한 책이 꼭 송사는 아닐 수도 있
다. 가령 宋史筌과 같은 2차문헌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참고했건 역
사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평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
다.

31)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권24, ｢例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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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성해응은 정조12년부터 16년까지, 또 정조20년부터 23년까지 총 8년간 규장

각에 검서관으로 재직했는데,32) 이때 수많은 서적을 열람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다양한 서적의 내용을 베껴 적어 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

제로 성해응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규장각의 閱古觀에는 唐本 서적을 보관해 두고, 西庫에는 常本 서적을 보관해 두었다. 

임자년 봄에 서고의 서적을 열람했었는데, 초본 瀋陽日記 9권이 있었다. …(중략)… 

문득 열람하는 대로 베껴 썼는데, 무릇 58조항이다.33)

이 기록을 보면 성해응이 규장각에 재직하면서 다양한 서적을 열람했던 것, 그리

고 “열람하는 대로 베껴” 두는 습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성해응 

문집의 여러 가지 기록과 검서관 재임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중국의 역사서를 

두루 열람하는 과정을 통해 ｢사론｣ 각 편들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해응이 ｢사론｣의 집필을 위해 참고한 서적은 비단 ‘역사서’만은 아니었

던 것 같다. ｢사론｣ 속에는 通鑑綱目과 같은 非正史 역사서나, 太平廣記와 같은 

설화집, 또는 歐陽文忠公集·靑城雜記와 같은 국내외 문인들의 저작을 참고한 

흔적도 곳곳에 보인다. 역시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王朴이 말하기를 “禮로써 몸을 검속하고 樂으로써 마음을 다스려서 몸이 외면에 순하

고 마음이 내면에 화하고도 천하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였으니, 이 

한 말로 이미 족히 治道를 밝혔다.34)

 그러나 李師古가 杜黃裳에게 돈을 부치려 할 적에 감히 대뜸 보내지 못하던 중에, 杜

黃裳의 부인이 푸른 가마를 타고 나갈 때 뒤따르는 여종 두 명이 남루한 靑衣를 입고 있

는 것을 李師古의 使者가 보았다. 그리고서는 돌아가 본 것을 李師古에게 고하자 李師古

가 감히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되었다. 杜黃裳의 곧고 청렴함이 이와 같거늘 재물을 

탐하려 하겠는가?35)

 范文正(范仲淹)이 郭皇后의 일로 呂夷簡을 비난했다가 그 때문에 죄를 얻었는데, 呂

32) 박현욱, ｢조선 정조조 규장각 검서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00.

33) 硏經齋全集 外集 권60, ｢筆記類○蘭室譚叢｣, 〈瀋陽日記〉: “奎章閣之閱古觀, 貯唐本書
籍, 西庫貯常本書籍. 壬子春, 閱西庫書籍, 有抄本瀋陽日記九卷. …(中略)… 輒隨閱隨抄, 
凡五十八則.”

34)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王朴〉: “朴之言: ‘禮以撿形, 樂以治心, 形順於外, 
心和於內, 然而天下不治者, 未之有也.’ 此一言已足以明治道也.”

35)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杜黃裳〉: “然李師古寄錢, 未敢遽送. 使者見遵素夫
人乘綠輿出, 從婢二人靑衣繿縷, 以歸告師古, 不敢跋扈. 其貞白如此, 肯瀆貨者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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夷簡이 다시 재상이 됨에 이르러 范文正 역시 다시 등용되었다. 이에 두 사람이 기꺼이 

서로 약속하여 힘을 다해 적을 평정하니, 천하의 선비가 모두 두 사람을 칭찬하였다. 그

러나 그 마음으로 말하면 참으로 공정하다 하겠으나, 의리로 따져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

을 듯하다.36)

 鄭伯(鄭成公)이 晉나라에 잡혀갔을 때 公孫申은 다음과 같이 계책을 냈다. “우리가 

출병해 許나라를 포위하고, 임금을 새로 세우려는 것처럼 하여 晉나라 使臣을 달랜다면 

晉나라는 반드시 우리 임금을 돌려보낼 것이다.”그리고는 成公의 태자인 髡頑을 임금으

로 세우자 成公이 과연 晉나라로부터 돌아왔지만, 公孫申 형제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

다.37)

에서 성해응은 王朴의 말을 인용해 제시하고 그것이 “족히 治道를 밝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王朴은 五代시대 최후의 왕조인 後周 世宗 때의 정치가로 벼슬이 

樞密使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曆法과 雅樂을 바로잡고 통일천하의 의지를 품은 세

종을 도와 변경을 평정하는 등 훌륭한 치적을 많이 남겼다. 여기서 성해응이 인용

해온 王朴의 말은 통감강목에 王朴의 상소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거의 그

대로 가져온 것이다.38)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외에도 통감강목의 구절이 ｢
사론｣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종종 확인된다.39) 그런가하면 을 통해서

는 宋나라 太宗의 칙명에 의해 편집된 설화집 태평광기를 참고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 성해응은 唐나라의 명재상이었던 杜黃裳의 청렴함에 관한 일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태평광기 ｢廉儉｣편 〈杜黃裳〉조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36)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范仲淹〉: “范文正以郭后事, 斥呂夷簡, 坐是得罪. 
及夷簡復相, 文正亦再起被用. 於是驩然相約, 戮力平賊, 天下之士皆稱之. 然考其心, 則誠公
矣, 較諸義, 則似可論矣.”

37)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公孫申〉: “鄭伯之披執於晉也, 公孫申謀之曰: ‘我
出師以圍許, 爲將改立君者, 而紓晉使, 晉必歸君.’ 旣立成公之太子髡頑, 而成公果歸自晉, 而
叔申兄弟則被殺.”

38) 자치통감 해당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朴上疏以爲: ‘禮以檢形, 樂以治心, 形順於
外, 心和於內, 然而天下不治, 未之有也.’”(資治通鑑 권294 ｢世宗睿武孝文皇帝 下｣) 성
해응은 여기서 ‘檢’을 ‘撿’으로 바꾸고, ‘天下不治’ 다음에 ‘者’를 덧붙이긴 했지만 그 외
에는 모두 그대로 인용하였다.

39) 朱熹의 通鑑綱目은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강목체로 재편집한 책이므로, 구성방식만 
제외하면 내용이 거의 다 일치하다. 따라서 성해응이 통감강목이 아닌 자치통감을 
참고하여 ｢사론｣을 집필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럼에도 통감강목을 참고하였을 것
이라 추정하는 이유는 성해응이 자손들에게 제시해준 독서목록인 〈讀書式〉(硏經齋全集
續集 冊12 ｢文三｣)에 통감강목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하 설명할 다른 경우들 
역시 본고가 제시한 서적이 아닌 재편집 문헌을 성해응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나, 성해응이 참고한 서목이 정확히 무엇인가는 본고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을 추정할 마땅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필자는 당시 조선에 유입된 중국 문헌의 정
황과 연경재전집 속의 언급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서적을 제
시했음을 밝혀둔다.(조선의 중국 문헌 전래 상황은 이종묵 외, 조선에 전해진 중국 문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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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성해응은 역사서나 설화집뿐 아니라 국내외 문인들의 저술도 참고하여 ｢사론｣ 
속에 반영했다. 과 이 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에서 성해응은 北宋의 대신 范

仲淹이 呂夷簡과의 불화로 쫓겨났다가 다시 등용되어, 종국에는 呂夷簡과 협치를 

이루었던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 ‘의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자신

의 관점을 피력하며 논의의 서두를 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서술된 范仲淹과 呂

夷簡의 일화는 歐陽修가 范仲淹을 기리며 쓴 〈資政殿學士戶部侍郞文正范公神道碑

銘〉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41) 성해응은 본래 구양수의 글을 높이 평가하

였는데,42) ｢사론｣을 저술할 때도 구양수의 저서를 적극적으로 참고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은 성해응이 자신의 부친인 成大中의 글을 가져와 논의에 활용한 

경우이다. 여기서 성해응은 춘추시대 鄭나라의 대부였던 公孫申이 잡혀간 임금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계책을 낸 것과, 그 계책이 성공을 거뒀음에도 죽임 당하고 만 

것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公孫申의 생애를 요약·서술한 셈인데, 이 

서술의 내용과 구조가 성대중 청성잡기의 글과 매우 유사하다.43) 성해응은 아버

지 성대중의 저술인 청성집과 청성잡기를 즐겨보며 본인 저술의 참고자료로 삼

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경재전집 권37의 〈皇明遺民傳引用書目〉에도 두 책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론｣을 지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성해응은 검서관이라는 유리한 신분적 조건을 바탕으로 수많은 서적을 

열람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수시로 메모해 두었다가 후에 

｢사론｣의 저술에 활용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처럼 성해응이 ②독서메모를 활용하

여 각 인물에 대한 논평을 작성했다는 추론은, 성해응 당시 箚記體 저작이 유행했

40) 태평광기에 수록된 杜黃裳 설화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李師古跋扈, 憚杜黃裳爲相, 
未敢失禮. 乃命一幹吏, 寄錢數千繩, 幷氈車子一乘, 亦近直千緡. 使者未敢遽送. 乃於宅門伺
候累日. 有綠輿自宅出, 從婢二人, 皆青衣襤褸. 問何人, 曰: ‘相公夫人.’ 使者遽歸, 以白師
古. 師古乃折其謀, 終身不敢失節.”(太平廣記 권165, 〈杜黃裳〉) 성해응이 인용하면서 다
소간의 생략과 재배치를 하긴 했지만, 표현이나 내용의 유사성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참고했음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41) 해당부분의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及呂公復相, 公亦再起被用. 於是二公驩然相
約, 戮力平賊, 天下之士皆以此多二公.”(歐陽文忠公集 居士集 권20, 〈資政殿學士戶部侍
郞文正范公神道碑銘〉) 성해응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呂公’과 ‘公’이라는 호칭을 각각 
‘夷簡’과 ‘文正’으로 바꾸고, ‘二公’이라는 주어를 생략하는 등의 약간의 변화만 주고 그
대로 가져왔다.

42) 硏經齋全集 續集 冊12 ｢文三｣, 〈讀書式〉: “文之佳者, 司馬遷､班固､歐陽修爲之首.”
43) 청성잡기의 해당부분은 다음과 같다. “鄭成公이 晉나라에 잡혀가자 叔申이 계책을 

내었다. ‘우리가 해 출병해 許나라를 포위하고, 마치 장차 임금을 새로 세우려는 것처럼 
하여 晉나라에 使臣 보내는 일을 늦춘다면 晉나라는 반드시 우리 임금을 돌려보낼 것이
다.’ 그의 계책대로 하자 晉나라가 과연 成公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成公이 돌아와서는 
새 임금을 세우려 도모하였던 것을 토죄하여 叔申과 그 아우를 죽였다.”[鄭成公拘於晉, 
叔申謀之曰: ‘我出師以圍許, 爲將改立君者, 而紓晉使, 晉必歸君.’ 如其謀, 晉果歸之. 成公
返, 則討立君之謀, 申與弟戮焉.](成大中, 靑城雜記 권4 ｢醒言｣) 성해응의 글과 어구나 
문장까지 일치하지는 않으나, 똑같은 내용을 매우 유사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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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고려할 때 더욱 힘을 얻는 것 같다.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서적이 활발하게 유

통되면서 고증학의 영향으로 箚記體 筆記와 함께 총서류의 편찬이 활발해졌는데,44) 

특히 조선 후기의 명물고증적 필기저작에서 箚記의 글쓰기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

되었다. 독서의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의문처, 자신의 생각 등을 그때그때 메모

해 두었다가 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학술적 

필기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45) 성해응 역시 이러한 차기의 방식을 사용해 명물

고증적 총서류에 해당하는 硏經齋全集 外集을 작성하였는데,46) ｢사론｣을 서술하

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저술 방식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역대 正史 

및 선대 학자들의 논의를 두루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고, 후에 그것을 정

리하고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 것이다. 요컨대 성해응 당시는 폭넓은 독

서에 기반한 차기와 그를 통한 종합정리가 대표적인 학문방법 중 하나였고, 성해응

의 ｢사론｣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저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①과 ②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각각의 인물론들은 성해응에 의해 ③이후

의 어느 시점에 ｢사론｣이라는 이름 아래 시대 순으로 엮여 최종 완성되었을 것이

다. 제1절에서 언급했듯 ｢사론｣의 각 편들은 시대순서에 따라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는 성해응이 역사인물론을 쓰는 대로 한 데 모아두고 만 것이 아니라, 일정

한 분량이 되었을 때 최종적인 정리 과정을 거쳐 하나의 완정한 저작으로 만들고자 

했음을 알게 한다. 실제로 ｢사론｣은 그 실물을 확인해보아도 문자의 출입이나 교정 

없이 매우 정연하게 자필로 필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성해응이 

스스로 초고들을 모아 편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사론｣을 완성했음이 확실한 

것이다.

44) 조선후기에 등장한 차기체 필기의 개념과 그 특징에 관해서는 진재교, ｢19세기 箚記體 
筆記의 글쓰기 양상―智水拈筆을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유통｣,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pp.363~416; 진재교, ｢李朝 後期 箚記體 筆記 硏究―지식의 생성
과 유통의 관점에서｣, 한국한문학연구 39, 한국한문학회, 2007, pp.387~425 참조.

45) 체계적 독서노트라고 할 수 있는 차기체 저작은 南宋 王應麟의 困學紀聞에서 시작되
어 청대 고증학자들의 기본적 저술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청대 고증학자들은 독서 과정
에서 발견한 특정 분야의 정보를 차기를 활용해 수집해 두었고, 후에 다른 학자들이 이
용할 수 있는 자료적 성격의 책으로 집약하기도 하였다.(벤저민 엘먼 저, 양휘웅 역, 성
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pp.353~357.) 이러한 청대 고증학자들의 차기
체 저술은 조선에도 전래되어 문인들의 학술 연구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성해응의 
경우에도 청대 고증학의 개황이라 일컬어지는 顧炎武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고 그의 학술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이 확인된다.(손혜리, ｢조선 후기 문인들의 顧炎武에 대한 인
식과 수용―硏經齋 成海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3, 대동문화연구원, 2011, 
pp.33~62.)

46) 硏經齋全集 外集은 經·史·子·集의 사부 체재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類書인데, 
〈尙書古文〉·〈詩集傳板本識誤〉 등 六經에 관한 서지학적 논변과 〈二十三史約例〉·〈丁未
傳信錄〉 등 역사정보에 관한 기록과 같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자료들을 정리
한 학문적 자료집의 성격을 갖는다. 외집의 체제 및 내용과 차기체적 성격에 관해서는 
손혜리, 앞의 책, 2011, pp.120~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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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성해응이 방대한 서적 열람을 통해 차기를 활용한 인물

논평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후대의 어느 시점에 보기 좋게 정리·편집하여 최종적

으로 ｢사론｣을 완성했으리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사론｣은 역사에 대한 성해응의 관심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가 참고한 서적의 규모와 저작 편수의 방대함, 체재의 완

정함 등이 그 관심과 열정의 크기를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고의 서론에

서 언급했듯이, 성해응은 만년에 자신의 산정본 문집을 직접 편수하면서 ｢사론｣의 

글을 상당 분량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성해응 스스로가 ｢사론｣을 중요한 

저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제 3 절 人物論評集으로서의 ｢史論｣

｢사론｣은 우연히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성해응의 자각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저작

이라고 생각된다. 즉 산발적으로 우연히 적어놓았던 짧은 논평들이 나중에 보니 수

량이 꽤 되기에 ‘사론’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어놓았다기보다는, ‘역대 중국의 인

물들에 대해 논평해보겠다’는 의지적 결심 하에 자료를 모으고 저술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사론｣이 

중국의 전 시대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제1절에서 언급했듯 성해응은 ｢
사론｣에서 한, 당, 송, 명과 같은 굵직한 시대뿐만 아니라, 위진남북조나 오호십육국

과 같은 과도기적 시대의 인물들까지 두루 다루었다. 다만 정복왕조의 인물들만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성해응의 엄격한 화이론적 사고를 고려하면 이는 우연히 놓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사론이 그저 때때로 우연히 써놓은 논평의 총합에 불과했다면, 이와 같은 

완정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최소한 저자에게 ‘중국의 역대시대를 빠짐

없이 다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남긴 역사인물논의를 살펴보면, 성해응처럼 전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 ｢사론｣과 같은 체재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던 만큼, ｢사론｣을 우연의 

산물이 아닌 의도적 구상의 결과물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로, 성해응은 본래 하나의 분야를 정해 그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저작을 남

기기를 좋아했다. 경·사·자·집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두루 모아놓은 연

경재전집 외집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고, 그 외에 ｢사론｣과 나란히 속집에 실려 있

는 ｢詩說｣47)·｢禮說｣48) 같은 저작들만 보아도 그러한 저술경향이 확연히 드러난

47) 硏經齋全集 續集 冊1~4 ｢詩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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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詩說｣은 詩經 305편 각각에 대한 논설을 작품 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었으며, ｢禮說｣ 또한 禮記 각 편에 대한 논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

리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포괄성과 완정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해응의 본래적

인 저술경향으로서, 詩나 禮에서 그랬듯 史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한 전체

를 아우르고자 하는 기본적인 구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성해응 저술의 

본래적인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론｣ 입전인물의 시대적 완정성이 결코 우연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론｣의 각 편들은 대체로 ‘역사인물의 평가’라는 통일된 중심내용

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론｣ 168편을 모두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그 중심내용이 

‘인물에 대한 평가’ 외에도 ‘인물을 통한 理致의 發明’49), ‘인물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因果推論’50), ‘기존 역사서술에 대한 見解提示’51) 등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

48) 硏經齋全集 續集 冊6~8 ｢禮說｣
49) 이는 역사인물의 행적을 통해 특정 이치를 밝혀내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예컨대 ｢사론 상｣ 47번째 글인 〈子服回〉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子服回觀
於晉曰: ‘晉之宮室, 其將遂卑矣. 君幼弱, 六卿彊而奢傲, 將因是以習. 習實爲常, 能無卑乎?’ 
夫祿重者必奢, 位高者必傲, 奢傲非自期也, 祿位致之也. 夫祿者, 先王所以重忠信也. 位者, 
先王所以建有德也. 苟能據其祿而量己之忠信, 可以堪之否, 不然則必不居之, 苟能處其位而量
己之德, 可以當之否, 不然則必不受之, 則祿何由濫而啓其奢, 位何以踰而底于傲乎? 奢者, 肆
一己之欲, 而天下之民受其饑寒, 節其欲則斯止矣. 傲者, 逞一時之悖, 而天下之人競其謗怒, 
息其悖則斯已矣. 彼奢者以爲: ‘少踰於僭, 無害也.’ 馴而逼乎上. 傲者以爲: ‘少逞乎志, 無害
也.’ 馴而凌乎上. 其始也甚微, 而卒至于國披而不可支, 君卑而不能堪者, 千古一轍也. 是孔子
戒其‘履霜而堅氷至,’ 孟子訓以‘不奪不厭’者也.”(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子服
回〉)�여기서 성해응은 子服回의 말을 통해 奢傲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것이 주로 과분한 
祿位로 인해 초래됨을 밝힌 뒤, 작은 조짐이라도 있을 때 그칠 줄 알아야 큰 화를 면한
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서술의 초점이 子服回라는 인물 자체보다는 子服回의 발언 속에
서 발견할 수 있는 이치에 있다.

50) 이는 인물이 관계된 역사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이후에 초래하게 된 
결과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예컨대 ｢사론 하｣ 
72번째 글인 〈宗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宗忠簡之計行, 則宋豈偏安於臨安哉? 凡
南渡而不能北者, 由人心已壞. 宋朝之利澤及人者深矣. 雖徽宗失德, 不過章､蔡輩一時濁亂, 
直因兵力萎弱, 而遂至亡國, 民心固不忘宋矣. 使高宗守汴而將相和協, 卒乘脩繕, 則天下全局
自如. 况兩河忠義, 誓不事金, 獨不可鼔其氣耶? 宗忠簡明知得失之分. 故懇懇忠言, 只在回
鑾, 而竟齎恨以沒. 此不徒汪伯彦､黃潛善所沮, 高宗無復雪之志故也.”(硏經齋全集 續集 冊
10, ｢史論 下｣, 〈宗澤〉) 성해응은 이 글을 통해 宗澤의 還都 주장이 不納됨으로써 결국 
송나라가 남쪽 변방에 위축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宗澤의 주장이 不納된 데에
는 무엇보다 高宗에게 復讎雪恥의 마음이 없었음이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
다.

51) 이는 역사인물에 관한 기존의 평가와 견해를 검토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예컨대 ｢사론 상｣ 55번째 글인 〈屈原〉이 이러한 경
우에 해당한다. “屈原, 楚之同姓大夫也. 其義侔於箕子､比干之於紂也, 豈可以懷､頃之斥逐, 
因遂違之他邦哉? 太史公及揚䧺之徒, 何故以原之不之他邦咎之乎? 不可謂識原之心矣. 原之
自投於汨者, 誠過於忠. 然彼睠顧宗國, 終底於滅亡, 寧先自戕而不之見也. 且《離騷》中援引
先王之道, 深有得於聖人傳授之心, 孰謂‘文､武､周公之學, 發於是也’哉? 或謂: ‘《大招》亦原所
作.’ 考其詞, 過於麗淫, 非原作, 審矣.”(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屈原〉) 여기
서 성해응은 屈原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검토하면서 자신의 평가를 개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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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인물평가’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역

시 ｢사론｣이 역대 중국의 인물에 대해 두루 논평하고자 하는 기본적 의도 하에 집

필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사론｣이 뚜렷하고 본격적인 기획 아래 쓰였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중국역대인물 논평집’이라는 대략적 주제와 구상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사론｣은 이렇듯 인물에 대한 평가 자체에 논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

안에 대한 치밀한 논증보다는 인물 전반에 대한 직관적 논평의 방식을 주로 취한

다. 이는 예컨대 역사서의 論評部와 성격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左傳의 

‘君子曰’이나 史記의 ‘太史公曰’처럼 역사인물에 대해 가치판단을 담은 짤막한 논

평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논평은 본래 인물에 대한 포폄·시비분

별·권계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52) 글의 수사적 측면이나 논리적 일관성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인물의 제 측면에 대한 명료한 시비판단에 집중한다. 

말하자면 ‘설득’보다는 ‘선언’에 가까운 것이다.

｢사론｣의 이러한 논평적 성격은 ‘史論 散文’과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확실히 드

러난다.53) 사론 산문이란 역사서에 부기된 사관의 논평부와는 달리 일반 작가가 역

사에 대해 논의한 완결된 글로서, 宋代 이후로 활발하게 창작되어 독자적인 문체적 

특성을 갖춘 논변류 문학의 한 갈래이다. 사론 산문에서는 역사서의 저술과는 관계

없이 한 편의 글 안에서 독립된 주제의식을 내보이는데,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인

물에 대해 논하면서 당대에까지 적용되는 이치를 이끌어 내거나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이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참신한 입론을 중시하고 

하나의 완결된 논리로 주장을 개진해나가는 의론적인 성향이 강하다. 송대 이후의 

문인들은 이러한 사론 산문의 저술을 완결된 논리구성을 갖춘 지적 창작 활동으로 

여겨 개인적 흥미와 욕구에 따라 활발하게 창작했다.

있다.
52) 한문 정통문학에서 ‘論評’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백진우, ｢漢文 野談文學 속 論評

의 樣相과 機能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6,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pp.182~186에 자세하다.

53) ‘사론 산문’의 개념은 백진우, ｢조선후기 산론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1
에서 본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이후 관련된 연구가 어느 정도 집적되면서 현재는 학계
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정착한 듯하다. 관련된 연구로는 백진우, ｢許筠의 史論 散文 硏
究｣,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손혜리, ｢靑城 成大中의 史論 散文 硏
究―靑城雜記 ｢揣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0, 대동문화연구원, 2012; 김영
은, ｢석정 이정직의 사론(史論) 산문 고찰―주제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7, 
한국문화연구원, 2014; 정하정, ｢北軒 金春澤의 史論 散文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4; 정하정, ｢광해군 시기 張良을 제재로 한 史論 散文의 일고찰｣, 대동한문학 42, 
대동한문학회, 2015; 김영은, ｢사론(史論) 산문(散文)을 통해 본 조선조 군주론의 향방
―‘한문제(漢文帝)’ 제재 사론 산문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46, 온지학회, 2016; 김영
은, ｢17~18世紀 中國 君主 題材 史論 散文 硏究―政論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양대
학교 박사논문, 2020 등이 있다. 이하 사론 산문에 관한 설명은 모두 백진우(2011)의 
연구를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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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론산문의 특징과 비교해 봤을 때, 성해응의 ｢사론｣은 역사서로부터 독

립적이기보다는 연계적이고, 내용이 보편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이며, 주장이 참신하기

보다는 합당하기를 추구하고, 논리적·의론적이기보다는 직관적·선언적이며, 문학

적 욕구에 의해 창작되기보다는 올바른 역사판단이라는 학문적 욕구에 의해 창작된 

논평적 성격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사론｣은 역사인물에 대한 일

련의 논평을 수행한 ‘인물논평집’으로서, 문학가로서의 치밀한 논증보다는 역사가로

서의 명확한 가치판단을 추구한 것이다.54) 

주목되는 것은 성해응의 ｢사론｣처럼 인물논평집이라 할 만한 글이 조선후기에 

여럿 출현했다는 것인데, 申靖夏(1680~1715)의 ｢評史｣,55) 吳光運(1689~1745)

의 ｢史評｣,56) 洪大容(1731~1783)의 ｢史論｣57) 등이 대표적이다. 신정하의 ｢평사｣
는 중국 춘추시대부터 명나라까지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47칙의 논평을 모아 놓은 

것으로, 각 칙의 말미에 “백리해의 마음 씀씀이는 중히 여길 만하다[百里侅用心可

重]”, “伍子胥와 范蠡의 차이점[伍子胥范蠡之不同]” 등과 같이 논의의 주제를 尾注 

형식으로 부기하고 있다. 오광운의 ｢사평｣ 역시 중국 역대의 사건과 인물을 논평한 

것으로, 上·下가 나누어져 上에는 90여 칙, 下에는 130여 칙이 실려 있는데, 각 

칙마다 따로 제목이나 미주가 달려있지는 않으며 10자 내외의 짧은 평가부터 500

자 이상의 의론까지 문장의 성격과 내용이 다양한 편이다. 그런가 하면 홍대용의 ｢
사론｣은 東晋 시대의 역사인물에 대한 짤막한 논평 250여 칙을 모아 놓은 것으로, 

역시 각 칙마다 제목이나 미주가 붙어있지는 않고 문장이 셋 중 가장 짧은 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글에서 한 칙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晉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秦나라에 곡식을 청하였는데, 丕豹는 주지 말 것을 권하

54) 그런데 ｢사론｣ 속에도 ‘사론산문’으로 볼 만한 글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
사론｣의 가장 첫 번째 글인 〈傅說〉은 역사논평보다는 사론산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傅說을 재상으로 등용한 殷나라 高宗의 행적을 ‘誠’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면서 誠에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애초에 사론 산문이 역사서의 
논평부에 효시를 두고 발전된 산문 갈래이기 때문에 이처럼 경계선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사론｣의 대부분의 글은 직관적 판단과 평가가 우세해 사
론 산문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로 백진우(2011)는 성해응의 ｢사론｣
에 대해 “하나의 완결된 논리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한 편의 글로 보기는 어렵”고, 
“역사에 관한 斷想이나 箚記”(p.3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후기 사론 산문의 영
역에서 ｢사론｣을 배제했다. 사론산문으로 분류될 수 없는 점이 분명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론｣을 역사논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상”이나 “차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
한지는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사론｣을 살펴보면 하나의 평가에도 객관적인 근거와 논
리가 있으며, 오히려 단상이나 차기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적으로 자신만의 평가를 구축
해내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어지는 제3장의 서술에서 자연스럽게 드
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55) 恕菴集권16 ｢雜記○評史｣
56) 藥山漫稿권13~14 ｢雜著○史評｣
57) 湛軒書 內集 권2, ｢史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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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公孫支와 百里傒는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公孫支와 百里傒가 한 말은 각자 달

랐는데, 公孫支는 “흉년과 풍년은 번갈아 일어날 따름이니 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고, 百里傒는 “公子 夷吾가 임금께 죄를 얻긴 했으나 그 백성들은 무슨 죄란 말입니

까?” 하였다. 저 公孫支의 말은 훗날의 이익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百里傒의 말은 三代

의 성인이 백성들을 구제한 마음과 같거늘, 세상 사람들은 百里傒가 지혜와 모략이 뛰어

난 선비임만 알고 그의 마음 씀씀이가 이처럼 중히 여길 만함은 모른다.58)

㉡ 五胡에 있어서 慕容恪은 진흙 속에 핀 연꽃과 같다.59)

㉢ 慕容恪은 너그럽고 어질고 충성하고 용맹하며, 사람을 잘 알아보고 장수노릇도 잘하

였으니, 管仲ᆞ諸葛亮의 다음이고 王猛ᆞ謝玄의 위였다. 그런데 그가 夷狄의 나라에서 

태어난 데다 時運까지 불행하여 功業을 천하에 베풀 수 없었으니, 애석하다!60)

인용문은 순서대로 신정하·오광운·홍대용의 글이다. 이들 글 역시 사론 산문과

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긴 편폭의 독립된 글이 아닌 다수의 짤막한 논평의 집

합이며, 완정한 논리구조를 갖춘 반박과 논변보다는 사실기록에 입각한 판단과 평

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해응의 ｢사론｣과 유사하다. 소수의 인물에 대한 

긴 논증이 아닌 다수의 인물에 대한 짧은 논평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는 왜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글들 중에 유독 성해응의 ｢사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해응의 ｢사론｣이 이들 글에 비해 ①

인물논평집으로서의 뚜렷한 성격, ②체재적 완성도, ③평가기준 파악의 용이성을 두

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①인물논평집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것은 성해응의 ｢사론｣에 수록된 

각 편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내용을 잡다하게 다루지 않고 대체로 ‘인물 평가’라는 

통일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오광운의 글은 각 칙마다 논의의 

성격과 주제가 천차만별인데, 가령 ㉡처럼 인물에 대한 ‘短評’이 있는가 하면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해 역사적 사건을 들어 논한 ‘사론 산문’도 있고,61) 심지어는 혹

58) 恕菴集권16 ｢雜記｣: “晉饑, 請粟於秦, 丕豹勸勿與, 公孫支､百里傒請與. 而其說則各不
同, 支則曰: ‘饑穰更事耳, 不可不與.’ 傒則曰: ‘夷吾得罪於君, 其百姓何罪?’ 夫支之言, 雖可
猶爲圖後之利者也, 傒之言, 三代聖人救民之心也, 世知百里傒爲智謀之士, 而不知其用心之可
重如此.”

59) 藥山漫稿권14 ｢史評 下｣: “五胡之慕容恪, 其淤泥之蓮花乎.”
60) 湛軒書 內集 권2, ｢史論｣: “慕容恪寬仁忠勇, 知人善將, 管､葛之亞, 王､謝之上. 惜乎. 

其生於夷狄之邦而時運乖蹇, 功業不克施於天下也.”
61) 藥山漫稿권13 ｢史評 上｣: “春秋譏世卿, 於周書尹氏､武氏､仍叔之子, 於魯書季友､仲遂, 

其告戒深矣. 魯以三家亡, 晉以六卿亡, 齊以田氏亡, 可不懼哉? 我朝有世祿無世卿, 聖王之制
也. 然國俗專以門閥用人, 單門冷族, 雖抱伊､傅之才, 無以通於名塗, 承藉父兄者, 一登科第, 
節次推遷, 皆至宰輔, 此亦世卿也. 聖神相承, 威權在上, 重以黨議分裂, 進退無常, 巨室頻踣, 
太阿自如, 而從今以往, 世道之平陂往復, 不可逆料. 用人之塗, 一循舊轍, 則安知無世卿之禍
耶? 前時秉軸之家, 燼滅灰冷, 而門生故吏, 恩沁在骨, 甘爲欒氏之辛､兪, 而况於旁午熏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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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문답’을 간단히 기록한 경우62)도 있는 것이다. 신정하의 ｢평사｣ 역시 ㉠처

럼 인물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正諫과 諷諫의 차이[正諫諷諫

之異]”63)나 “廟堂과 草野의 是非[廟堂草野之是非]”64)처럼 역사를 통해 보편적인 

이치를 도출해내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경우도 많다. 즉 신정하와 오광운의 사론은 

글 전체가 ‘인물 평가’라는 주제로 수렴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성해응의 

｢사론｣은 각 편마다 인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인물논평집의 

성격이 뚜렷하며, 다루는 내용 역시 인물 평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

라서 옛 문인의 인물평가 양상을 살펴보려는 본고의 목적에 우선 부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해응의 ｢사론｣은 ②체재 면에서도 비교적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사론｣은 은나라부터 명나라까지 중국의 역대 시대를 
두루 포괄하여 각각의 인물평을 시대 순서에 따라 배하고 있으며, 인물의 이름을 
각 편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 또한 상·하편도 시대에 따라 적절한 비중으로 구분
하여, 상편에는 은나라부터 전한까지의 인물에 대한 87편의 논평을, 하편에는 후한
부터 명나라까지의 인물에 대한 81편의 논평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정돈된 
체재를 갖춘 것으로, 오광운의 ｢사평｣과 홍대용의 ｢사론｣이 일정한 체계 없이 나열
되어 있거나 특정 시대에 국한된 것과는 대비된다. 이처럼 완정한 체재는 성해응이 
｢사론｣을 짓는 데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신뢰
성도 확보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구대상으로 삼기에 더욱 적합
하다고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성해응의 ｢사론｣은 ③인물평가의 근거와 기준을 파악하기도 용이한 

편이다. 이는 인물을 평가할 때 항상 그 근거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은 오광운이나 홍대용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히 드러

난다. 가령 오광운과 홍대용이 ㉡과 ㉢에서 평한 慕容恪에 대해 성해응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時乎? 威福之不可假人明矣, 欲勿用乎? 殷之伊陟, 周之呂伋, 宋之范純仁, 其可棄乎? 欲從民
望而用之乎? 齊民之愛之如父母, 歸之如流水者, 非田氏乎? 欲察其儉德而用之乎, 廐無食粟
之馬, 家無衣帛之妻者, 非季氏乎? 余以爲今日防民公科, 選崇儒學而已. …(後略)….”

62) 藥山漫稿권13 ｢史評 上｣: “或問余曰: ‘子亦有所惡乎?’ 曰: ‘有之. 胡廣､馮道是也.’”
63) 恕菴集권16 ｢雜記｣: “魏武之欲易儲也, 毛玠諫曰: ‘近者袁紹以嫡庶不分, 覆宗滅國.’ 其

問賈詡也, 詡不答, 魏武曰: ‘有問而不答何也?’ 詡曰: ‘適有所思耳.’ 魏武曰: ‘何思也?’ 詡曰: 
‘思袁本初､劉景升父子耳.’ 盖玠則正諫, 而詡則以諷也. 當玠之有言也, 魏武雖曰‘吾之周昌’, 
而其意猶未已, 及聞詡之對, 則笑而遂無易太子之志, 此則諷諫之易入而正諫之難入也. 其後玠
坐微事, 終身廢放, 而詡則厚遇加昔, 此則正與諷之利害也.”

64) 恕菴集권16 ｢雜記｣: “神宗中年, 國本論起, 言者皆以早建元良爲請, 申時行､王錫爵皆婉
轉調護, 而心亦以言者爲多事. 錫爵嘗語顧憲成曰: ‘當今所最怪者, 廟堂之是非, 天下必欲反
之.’ 憲成曰: ‘吾見天下之是非, 廟堂必欲反之爾.’ 遂不合. 盖天下未嘗無公論, 治則公論在廟
堂之上, 亂則公論在草野之下, 明之天下, 未嘗無公論, 但廟堂不能用爾, 不但不用, 而欲望天
下之棄其公論而從其私論, 甚矣其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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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玄恭(慕容恪의 字)의 재주와 성품은 마치 오랑캐 출신이 아닌 것 같다. 대개 慕容氏 

部族은 英傑이 많기로 五胡 가운데 최고였는데 그 중에도 현공이 가장 뛰어났으니, 단지 

군대를 출동하여 적군을 공격함이 모두 시의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며 충

성하고 부지런히 힘씀이 마치 諸葛孔明이 蜀에 대해 했던 것이나 羊祜가 荊에 대해 했던 

것과 같았다. 만일 현공이 죽지 않았더라면 慕容暐가 비록 용렬한 군주라고는 하더라도 

燕나라를 보전할 수 없었겠는가? 그러나 鮮卑族의 운명이 장차 다할 것이었으니, 현공이 

어찌 오래 살 수 있었겠는가? 秦나라가 비록 강성하고 王猛 또한 권력을 잡았으나 현공

이 살아있을 때에는 위력을 드러낸 바가 없었다.65)

성해응 역시 오광운·홍대용과 마찬가지로 모용각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비해 평가의 근거가 훨씬 자세하고 분명하다. 오광운은 모

용각에 대해 “진흙 속에 핀 연꽃과 같다”고 표현할 뿐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는 제

시하지 않았으며, 홍대용 역시 “너그럽고 어질고 충성하고 용맹하며, 사람을 잘 알

아보고 장수노릇도 잘하였”다며 칭찬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그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성해응은 모용각이 

시의적절하게 군대를 통솔한 것과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힘쓴 것을 제강공명과 양

호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칭찬의 근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는 

‘모용각이 살았더라면 연나라가 보전되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 평가의 뉘앙스를 강

화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 역시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다. 강성한 진나라와 왕

맹조차 모용각이 살아 있었을 때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오광운과 홍대용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문장의 斷想的 논평에 그쳐 구체적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오광운은 “樂毅는 타고난 자질이 王道에 가까

우니 管仲보다도 나은 듯하다[樂毅天資近王道, 勝似管仲.]”, “楊綰과 陸贄는 唐代 

최고의 인물들이다[楊綰､陸贄, 唐第一人.]” 등의 한 문장으로 인물평을 제시하는 경

우가 종종 있었으며, 홍대용 역시 “辛憲英은 한 여자로써 鍾會가 딴 뜻이 있는 것

을 능히 알았으니, 갸륵하다. 또한 그의 아들에게 경계한 것이 말은 간단하면서 뜻

은 적절하였다[辛憲英以一女子, 能知鍾會之有他志, 偉哉. 且其戒子, 語簡而意切.]”, 
“吳나라의 朱后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皓를 세웠는데도 마음에 아무 감정이 없었으

니, 어질다 하겠다[吳朱后舍子立皓, 而不以爲意, 賢哉.]”, “文立이 程瓊을 천거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덕으로써 사랑하였기 때문이니, 참된 친구라 할 수 있겠다.[文

立之不薦程瓊, 可謂愛人以德, 眞友也哉.]” 등의 단문으로 인물평을 남긴 경우가 많

은 것이다. 이에 비해 성해응의 ｢사론｣은 언제나 평가의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65)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慕容恪〉: “玄恭之材之性, 似非夷裔之産也. 盖慕容
氏部族英傑之多, 最於五胡, 而玄恭爲最, 非但行師攻敵, 皆合機宜, 其憂國忠勤, 如孔明之於
蜀也, 羊祐之於荊也. 使玄恭不死, 暐雖庸主, 獨不可保燕乎? 殆鮮卑之運將竭, 玄恭安得久生
乎? 秦雖強盛, 且王猛柄國, 在玄恭時, 無所著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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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 때문에 인물평가의 양상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

다.

요컨대 신정하의 ｢평사｣는 ①에서, 오광운의 ｢사평｣은 ①·②·③ 모두에서, 홍

대용의 ｢사론｣은 ②·③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반면, 성해응의 ｢사론｣은 세 가지 면

모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해응의 ｢사론｣은 뚜렷하게 ‘인물 평

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형식과 범위에 있어 비교적 완정한 체재를 갖추고 있고, 

평가의 근거와 기준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인물평가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는 

데 유리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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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물평가의 준거

제2장에서 설명하였듯 ｢사론｣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장에서는 그렇다면 성해응이 ‘무엇을 주된 준거로 삼아’ 인물을 분

석하고 평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해응은 크게 ‘의리명분’, ‘공익실현’, ‘운명’의 세 가지 준거에 입각해 인물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중 어느 하나의 준거만 적용하기도 하고 여러 준거

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기도 하는 등 인물마다 구체적인 평가의 방식은 다양하다. 위

의 세 가지 준거는 그 성격과 층위가 모두 다른데, ‘의리명분’이 도덕적이고 이상적

인 차원의 평가기준이고, ‘공익실현’이 실리를 따지는 현실적 차원의 평가기준이라

면, ‘운명’은 앞의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적 차원의 

평가기준이다. 이와 같은 이질적인 준거들은 인물마다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적

용되면서 서로 간의 충돌·화합·길항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

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각 준거에 따른 구체적 평가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성

해응의 가치관과 사유구조 및 사상적 경향도 아울러 밝혀보고자 한다.

제 1 절 의리명분

성해응이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한 준거는 다름 아닌 

유교적 의리명분이다. 의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고, 명분은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본분인데, 명분에 따라 의리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는 밀접

한 관련을 맺으며 종종 ‘의리명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언급되었다.

의리와 명분에 대한 논의는 선진유가부터 있었지만 송대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이 확립되었다. 송학의 의리명분론은 대외적으로는 ‘존화양이’를, 대내적으로는 

상하질서에 따른 ‘군신의리’를 강조하였는데,66) 이는 성해응의 ｢사론｣ 속에도 고스

란히 발견되는 가치관이다. 제2장에서 살펴봤듯 ｢사론｣은 수록 인물의 선정에서부

터 엄격한 화이구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물을 평가하는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군신의리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성해응에게 있어 성리학적 의

리명분론은 확고한 가치관으로서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물평가에 있어서도 의

리명분에 준거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성해응이 의리명분에 관하여 특히 주목

66) 사마광으로부터 체계화된 송대 명분론의 내용과 연원, 주희에 의한 계승과 확립 등에 
대해서는 조영록, ｢司馬光의 名分論｣, 공자학 1, 한국공자학회,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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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忠·節 및 君臣之分과 그에 따른 인물평가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忠節의 실천

성해응은 유교적 의리 중에서도 ‘忠’과 ‘節’에 유독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忠’은 

｢사론｣ 속에 총 81번 언급되어 ‘節’(43번), ‘賢’(43번), ‘智’(20번) 등 기타 評語보

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빈도수를 보인다. 忠은 忠誠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67) 節은 節義로, 의리에 따라 자신의 절개를 지키는 것인데, 보통 節이 君

臣관계 속에 발현된 것이 忠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忠과 節은 별개의 개념이 아

닌, 연결된 맥락의 도덕의리로서 ｢사론｣ 속에 종종 나란히 언급된다. 가령 “(원숙

은) 文帝가 시해 당함에 미쳐서 또 능히 절의[節]를 지키기 위하여 죽었으니, 충성

스럽다[忠]고 할 만하다”68)와 같은 언술이 그런 경우인데, 신하로서의 절의를 지키

는 것이 곧 충성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忠과 節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사한 개념으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 성해응은 ｢사론｣에서 주로 ‘臣’의 직분에 있었던 인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충절을 가장 기본적인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해응은 본래부터가 충절이라는 도덕적 가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사람이다. 그의 문집인 硏經齋全集을 살펴보면 충절에 관한 

저술이 상당수 발견되는데, 예컨대 ｢皇明遺民傳｣ 7권과 ｢宋遺民傳｣ 1권, ｢風泉錄｣ 
4권 등이 대표적으로, 다양한 인물의 충성과 절의에 관해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69) 

즉 성해응에게 충절이란 그의 저작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

으며, ｢사론｣에도 그 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해응이 생각하는 충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신하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충절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라 보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

선 다음 두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文文山(文天祥. 文山은 그의 諡號)이 宋나라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 區區한 무리를 거

느리고 기세등등한 외적에 맞섰으니, 功은 비록 이루지 못했으나 그 忠義는 천지에 우뚝

했다. 燕京의 감옥에 갇혀있던 삼 년 동안 곤고함을 두루 겪으면서도 그 절개를 바꾸지 

않아 끝내 柴市에서 처형당하는 忠烈이 있었으니, 運이 흥하고 쇠함에 그 때를 당한 자

67) 論語集註 ｢學而｣ 제4장 朱熹의 註에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忠’이라 한다.[盡
己之謂忠.]” 하였다.

68)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袁淑〉: “及當文帝之弑, 又能殉節, 可謂忠矣.”
69) 성해응은 의리에 합당한 충의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렇듯 충의를 제고하고자 한 성해응의 기
록정신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1, pp.16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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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직 자기의 分을 다할 뿐이요 다른 道는 없다.70)

 그러나 正學(方孝孺의 號)과 여러 公들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국가에 正嫡이 있는데 

만일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우리 군주가 아니다. 이 때문에 멸족당하는 화를 당하

게 된다 하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다만 우리의 義를 밝힐 것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당한 

禍는 매서웠으나 그 이름은 더욱 드러나 명성이 무궁한 데까지 미쳤다. 두루 헤아려보건

대 忠烈의 성대함이 皇朝(明나라)만큼 대단한 적은 없었으니, 이는 正學이 창도해서일 

것이다.71)

은 宋나라 말기의 신하로서 끝까지 元나라에 저항했던 文天祥의 충절을, 는 

明나라의 저명한 학자로서 永樂帝에 저항하다 끝내 멸족당한 方孝孺의 충절을 묘사

한 부분이다. 먼저 의 주인공인 文天祥은 자국의 수도가 원나라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자 당시 임금이었던 端宗을 받들고 勤王軍을 편성하여 원나라에 대항했던 대

표적인 충신이다. 그러나 원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 燕京의 감옥에 3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끝내 柴市에서 참수되었다.72) 성해응은 이러한 文天祥의 행

적을 최대한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충의가 천지에 우뚝했다”, “끝내 자시에서 처형

당하는 충렬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여기서 ‘충의’나 ‘충렬’은 모두 ‘충절’과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성해응이 문천상을 이와 같이 평가하는 근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거병하여 적에게 대항했

다는 것, 그리고 ②적국의 포로가 되어 곤고함을 겪고 결국 처형을 당하면서도 끝

내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달리 표현하면 신하로서의 의를 위해 

자기희생을 불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천상은 ‘송나라의 신하’라는 신분에 있

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조국을 멸망시킨 원나라에 끝까

지 저항하는 것이 그의 의였던 것이다.

의 주인공 方孝孺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方孝孺는 

황위를 찬탈한 燕王(후의 永樂帝)에게 불려가 즉위의 詔書를 기초하도록 명받았으

나, 끝까지 찬탈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조서 쓰기를 거부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燕

王은 노하여 그를 극형에 처하였다.73) 성해응은 이러한 方孝孺의 충절이 다음과 같

은 생각에 의해서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국가에 正嫡이 있는데 만일 그것을 빼앗

는 자가 있다면 우리 군주가 아니다. 이 때문에 멸족당하는 화를 당하게 된다 하더

70)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文天祥〉: “文文山之在宋也, 間關百拆, 以區區之
衆, 當方張之冦. 功雖不成, 其忠義足以軒天地矣. 及夫燕獄三年, 備經困苦, 而不渝其節, 終
有柴市之烈. 運有興替, 當其時者, 唯盡吾分而已, 無他道也.”

71)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方孝孺〉: “然正學､諸公之意以爲: ‘國有正嫡, 苟有
奪之者, 非吾主也. 是以禍至湛宗而不顧, 只明吾之義耳.’ 故其禍烈而其名益彰, 風聲及于無
窮. 歷數忠烈之盛, 無及於皇朝者, 正學爲之倡也.”

72) 宋史권418 ｢列傳｣177, 〈文天祥〉
73) 明史권141 ｢列傳｣29, 〈方孝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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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돌아보지 않고 다만 우리의 義를 밝힐 것이다.” 즉, 적장자를 죽이고 그 자리

를 뺏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판단 하에, 멸족의 화를 당하더라도 옳은 길을 밝히려

는 충절의 행동이 취해졌다고 본 것이다. 이 역시 의를 위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해응은 이 때문에 명나라의 성대한 충렬이 방효유로부터 창도되

었다고 극찬한 것이다. 요컨대 성해응이 생각한 충절이란 기본적으로 ‘신하로서의 

의를 위한 희생적 태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성해응은 충절로 인한 자기희생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았다. 때에 

따라서는 충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것을 ‘傷於勇’, 즉 과도하게 용맹을 부

려 용맹을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한 것이다. 다음은 ｢사론 상｣ 87번째 글인 

〈梅福〉의 全文이다.

 漢나라 말기에 王氏가 임금의 자리를 도둑질하려는 기세가 있었는데, 초야의 선비들 

중에 강개하여 능히 직언한 자는 오직 梅福 뿐이었다. 그런데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에 매복이 마침내 도망가 은둔한 것은 어째서인가? 당시의 名士들은 대부분 왕씨에게 주

벌되었으나 매복은 世臣들과는 달랐다. 그러므로 何武·鮑宣 등은 모두 죽었지만 매복은 

도망간 것이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참으로 그 정사를 도모할 필요가 없으나 忠義가 

발함을 진실로 막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 죽임당하는 것

은 참으로 지나치게 용맹을 부린 것이 되니, 이러한 때는 그야말로 천지가 폐함에 현인

이 숨는 때인 것이다.74)

梅福은 漢나라 말기에 지방의 縣尉로 있던 사람으로, 成帝 때 외척 王氏가 득세

하고 王莽이 권력을 독차지하자 상소를 올려 외척의 강성한 권력을 억제하라고 간

언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루아침에 처자를 버리고 九江으로 떠나가 은둔하

였다.75) 그의 이러한 행동은 혹 의롭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임금의 권력

을 뺏으려는 왕씨를 저지하지 위해 끝까지 애쓰지 않고, 그저 상소를 한 번 올린 

뒤 홀로 도망가버렸기 때문이다. 당시에 何武나 鮑宣 같은 신하들은 모두 왕씨에 

저항하다가 결국 자살함으로써 충절을 지켰는데 매복은 홀로 도망을 갔으니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희생도 무릅쓰는 충절을 강조한 성해응이라면 응당 매

복을 비판해야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성해응은 그의 처신을 긍정한다. 초야의 선비

로서 충의의 발로로 상소를 올리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용맹을 부려 스스

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은둔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충절로 인한 자기희생을 어떨 때는 긍정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는 이유는 

74)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梅福〉: “漢之季也, 王氏有盜竊神器之勢, 艸野之
士, 慷慨能直言者, 唯梅福也. 䟽旣不用, 而福乃逃匿者, 何也? 當時名士, 多爲王氏所誅, 福
則與世臣殊矣. 是故, 何武､鮑宣等皆死, 福則逃去歟. 不在其位, 固不必謀其政, 然忠義之發, 
固莫得以掩, 所以有言, 而至若用是自戕, 則誠傷於勇矣, 此誠天地閉賢人隱之時也.”

75) 漢書卷67, 〈梅福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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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차이는 ‘인물의 신분’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씨에 저항하다 죽은 何武나 鮑宣 같은 자들은 조정의 “名士”이자 “世臣”
이었던 반면, 매복은 “초야의 선비[艸野之士]”였던 것이다. 앞서 살핀 의 문천상

과 의 방효유 역시 매복과는 달리 조정의 대신으로 있는 자들이었다. 즉 매복은 

이들처럼 엄격한 의미의 ‘신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하로서의 자기희생적 충절까지

는 요구되지 않았고, 상소를 올린 뒤 은둔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공자의 말

처럼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참으로 그 정사를 도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76) 

오히려 신하의 직분에 있지 않으면서 신하와 같은 충절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지나

치게 용맹을 부린 것이 될 뿐인 것이다. 요컨대 성해응은 각자의 신분에 맞는 충절

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에 입각해 각 인물을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성해응은 충절을 ‘누구에게 바쳤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하였

다. 충절을 바친 대상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지극한 충절을 보였다 해

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섬길 만하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충

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여긴 것이다. ｢사

론 하｣ 16번째 글인 〈荀彧〉에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荀彧은 漢나라의 世臣인데, 東郡에서 曹操를 만났을 적에 曹操가 그와 더불어 말을 

하고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의 張子房이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曹操가 임

무를 맡긴 것은 僚佐로서가 아니었고, 荀彧이 몸을 바친 것은 主客으로서가 아니었으니, 

아마 장차 齊桓公이 管仲을 대우했던 것과 鄧禹가 光武帝를 섬겼던 것처럼 하려는 것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曹操가 군주의 권리를 뺏고 忠良한 자들을 죽임을 荀彧이 다 목도

했거늘, 이와 같은 자에게도 끝까지 보전되어 忠臣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줄을 알

면서도 그를 섬긴 것은 어째서인가? …(중략)… 그가 말하기를 “曹公(曹操)은 본래 의병

을 일으켜 漢 왕조를 구제하고자 하셨으니, 공로가 높이 드러남에도 충정한 절개를 지키

셨다”고 한 것은 어찌 그리도 잘못됐는가? 曹操가 충정하다면 누군들 충정하지 않겠는

가?77)

는 東漢 말에 曹操를 도와 북방통일에 큰 공을 세운 荀彧에 대한 논평의 일부

이다. 순욱은 조조에게서 “나의 張子房”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임을 얻고, 功을 

인정받아 벼슬이 侍中에 이르고 萬歲亭侯에까지 봉해진 인물이다. 그러나 董昭가 

조조에게 魏公의 벼슬을 받으라고 권했을 때 반대한 것으로 인해 결국 조조의 미움

76) 공자는 論語 ｢泰伯｣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않는다.[不在其
位, 不謀其政]”라고 말한 바 있다.

77)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荀彧〉: “荀彧, 漢之世臣也. 方其遇操於東郡也, 操
與語, 大悅曰: ‘吾之子房.’ 觀操之所以委任者, 非僚佐也, 彧之所以委質者, 非主客也. 盖將
如齊桓之遇管仲､鄧禹之從光武也. 操所以削主權而戮忠良者, 皆彧之所目覩也. 若是者. 可保
終始能爲忠臣乎? 知其然而從之, 何也? …(中略)… 其稱‘曹公本興義兵, 以匡振漢朝, 雖勳庸
崇著, 猶秉忠貞之節’者, 何其繆也? 操而忠貞, 孰非忠貞乎?”



- 35 -

을 사서 강제로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되었다.78) 이런 순욱에 대해 성해응은 “曹操가 

군주의 권리를 뺏고 忠良한 자들을 죽임을 荀彧이 다 목도했거늘, 이와 같은 자에

게도 끝까지 보전되어 忠臣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따져 묻는다. 조조처럼 무

도하고 포악한 자를 섬기면서 목숨이 보전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인데 “그럴 줄

을 알면서도 그를 섬긴 것은 어째서”이냐는 것이다. 이는 반어적 표현으로서, 조조 

같은 자에게 충신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됐다는 비판적 관점을 넌지시 드러낸 것이

다.

“曹操가 군주의 권리를 뺏고 忠良한 자들을 죽”였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해응은 조조를 기본적으로 역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사

론｣ 곳곳에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가령 ｢사론 하｣ 15번째 글인 〈孔融〉에서는 西漢 

말에 平帝를 독살하고 제위를 빼앗아 新나라를 세웠던 王莽을 조조에 빗대거나, 조

조가 자신을 자주 비판하던 孔融을 살해한 것에 대해 “만약 공융이 오랫동안 세상

에 살아있으면 조조가 분명 漢의 제위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므로 죽여 버린 것이

다”라고 설명하였다.79) 이처럼 조조를 역적으로 보는 시각은 성해응만의 것이 아니

라, 朱熹의 蜀漢正統論을 기반으로 한 三國志演義가 유입됨에 따라 조선 후기에 

보편적으로 정착된 것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조조의 屯田制 실시와 같은 정치행정 

및 군사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奸雄이자 역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고, 성해응도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80) 따라서 

성해응이 보기에 조조에 대해 “충정한 절개를 지키셨다”고 한 순욱의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조조가 忠貞하다면 누군들 忠貞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요컨대 

성해응은 조조가 ‘역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욱의 충성도 긍정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순욱에 대한 역대의 평가를 살펴보면, 조조의 封公에 반대하다가 죽임 당

한 것을 한나라 왕실에 대한 충절을 지킨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

령 司馬光은 순욱이 조조를 보좌하여 국력을 증강시키고 한나라 왕실에 대한 의리

를 지키다가 죽었다면서 管仲보다 높이 평가했고,81) 蘇軾은 “荀文若은 성인의 무리

이다[荀文若, 聖人之徒也.]”라고까지 높이 평가하였다.82) 이들은 순욱이 조조를 섬

78) 三國志권10 ｢魏書｣10, 〈荀彧傳〉; 後漢書권70 ｢列傳｣60, 〈荀彧傳〉
79)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孔融之從於許, 爲天子也. 是時, 天子在許, 爲曹操所制, 天子

之令, 皆操之意也. 北海以爲‘佐天子, 而尙可有爲也耶’, 何爲從操也? 夫名賢之爲國輕重者大
矣. 凡亂逆之欲奪人國也, 必先誅鋤不附己者, 如王莾之殺鮑宣, 是也. …(中略)… 若使融久
存于世, 操必不能遽移漢祚. 是故, 果於誅戮也. (後略)”(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孔融〉)

80) 최보라, ｢朝鮮王朝實錄 가운데 三國志演義 주요 인물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공
주대 석사논문, 2010, pp.102~110.

81) 資治通鑑권66 ｢漢紀｣58 〈孝獻皇帝 辛〉: “荀彧佐魏武而興之, 舉賢用能, 訓卒厲兵, 決
機發策, 征伐四克, 遂能以弱爲強, 化亂爲治, 十分天下而有其八, 其功豈在管仲之後乎? 管仲
不死子糾而荀彧死漢室, 其仁復居管仲之先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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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했으나 애초에 그가 찬역의 뜻을 갖고 있는지 몰랐으며, 후에 조조가 위공

에 봉해지고자 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하여 한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켰으므로 

순욱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성해응의 관점과는 사뭇 다르다. 성해응

은 순욱이 조조의 역심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고 여겼

다. 조조의 역심을 알면서도 섬겼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모르고서 섬겼다면 

그 몰랐다는 점이 잘못인 것이다. 즉 조조의 역심을 알아채지 못한 것부터가 잘못

이라는 입장이다. 자신의 우매함으로 인해 잘못된 대상을 섬겼으니, 나중에야 그의 

역심을 저지하려다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훌륭하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성해응이 ‘현명한 판단에 의해 올바른 대상을 섬기는 것’ 역시 진정한 충절의 요소

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요컨대 성해응은 ‘의를 위한 자기희생적 태도’와 ‘충절이 바쳐지는 대상의 도덕적 

올바름’이 진정한 충절의 요건이라고 보되,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수준의 충

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합당한 정도의 충절이 

따로 있다고 여겼다.

2) 君臣之分의 준수

유교의 명분론·정명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분수를 지키고 그 구분을 넘

지 않을 것이 강조되는데, 성해응은 그 중에서도 임금과 신하 사이의 구분, 즉 ‘君
臣之分’에 특히 주목하여 인물을 평가했다. 성해응은 무엇보다 신하의 분수를 뛰어

넘어 임금의 영역을 침범하는 過分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아무리 능력이 뛰

어나고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라 해도 그 점에 손색이 있으면 가차 없이 비판을 가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춘추시대 齊나라의 명재상이었던 管仲에 대한 평가인데, 全

文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論語에 이르기를, “管氏가 술잔을 올려놓는 대를 사용하고 병풍으로 문을 가린 것

은 禮를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管氏는 참으로 참람하였다. 名分의 구분과 等

級의 엄격함은 터럭만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만약 (자기는) 禮義를 멋대로 어

기면서 천하 사람들이 참람하는 것을 막아 왕을 높이게 하고자 한다면 누가 그를 믿고 

명령을 따르겠는가?

  左氏傳에 이르기를, “왕이 上卿의 禮로 접대하자 管仲이 사양하며 말했다. ‘臣은 천

한 관원입니다. 天子의 두 守臣인 國氏·高氏가 있으니, 만약 봄과 가을철에 그들이 와

서 王命을 받든다면 어떤 禮로써 그들을 대우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下卿의 예

우를 받고 돌아왔다.” 하였다. 관중이 禮에 삼간 것이 이와 같거늘 도리어 술잔 되돌려 

놓는 자리와 병풍으로 문 가리는 것으로 임금에게 참람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아마도 

82) 蘇文忠公全集 東坡續集 권8, 〈論武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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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씨의 생각에는 公朝에서 禮讓할 때엔 사양하고 받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私朝에

서의 禮는 혹 조금 한도를 넘어도 지나침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 같다. 대개 奢侈 

때문에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참람하게 되는 법이니, 사치한 자는 반드시 참람하고, 참

람하면 반드시 임금을 핍박하게 된다. 관중 같은 賢者도 이런 점이 있으니, 부유함의 허

물됨이 참으로 심하지 않은가? 左氏가 말하기를 “관씨는 대대로 제사가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관중 이후로는 齊나라에 명성을 떨친 자가 없으니 어찌 대대로 제

사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치로 인한 禍이다.83)

먼저 성해응은 공자의 관중에 대한 평가를 요약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논어

 ｢八佾｣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관중이 禮를 알았는지 묻자 공자는 “나
라의 군주여야 병풍으로 문을 가릴 수 있는데 관중도 병풍으로 문을 가렸으며, 나

라의 군주여야 두 군주가 友好로 만날 때에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를 둘 수 있는

데 관중도 술잔을 되돌려 놓은 자리를 두었으니, 그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대답했다.84) 성해응은 이러한 공자의 평가를 “管氏가 술잔을 되

돌려 놓는 자리를 두고 병풍으로 문을 가린 것은 禮를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요약

하고는 “管氏는 참으로 참람하였다”며 동의를 표한다. “名分의 구분과 等級의 엄격

함은 터럭만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관중은 신하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임금의 예를 범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서 성해응은 관중이 참람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의 분석을 전개한다. 

관중이 공적인 장소에서는 예를 신중히 했지만 사적인 장소에서는 혹 조금 한도를 

넘어도 괜찮다고 여겨 소홀히 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그가 奢侈했음에 연유한다

는 것이다. 즉 관중이 국가 최고의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누리는 부유함과 사치로 

인해 결국 신하의 분수를 넘어 참람하게 됐다는 분석이자 비판이다. 성해응은 여기

서 더 나아가 관중의 참람이 어떤 보응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도 언급한다. 그의 후

손 중에 명성을 떨친 자가 없어 제사가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치로 

인한 화”라는 것이다. 요컨대 성해응은 기본적으로 관중의 ‘분수 넘음[過分]’을 비

판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행동의 원인과 결과까지 아울러 언급하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관중은 본래 학자와 문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 다양한 견해

83)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管仲〉: “語云: ‘管氏有反坫及樹塞門, 爲不知禮.’ 
管氏誠僭矣. 名分之際, 等級之嚴, 雖絲毫之微, 不可忽也已. 苟凌犯禮義, 而禁天下之踰濫, 
使之尊王, 則人孰信之而趨其令哉? 左氏傳稱: ‘王以上卿之禮饗, 管仲辭曰: ｢臣賤有司也. 
有天子之二守國､高在, 若節春秋, 來承王命, 何以禮焉?｣ 卒受下卿之禮而還.’ 其愼於禮如此, 
而乃以反坫及樹塞門, 僭於君者, 誠可異也. 豈管氏之意, 當公朝禮讓之際, 愼於辭受, 至若私
朝之禮, 雖或少踰其制而不至過也歟. 盖其奢侈之故, 順而不自知其爲僭. 夫奢者, 必僭, 僭則
必逼君. 如管仲之賢, 亦有是也. 富之爲累, 不亦甚乎? 左氏云: ‘管氏之世祀也, 宜哉.’ 然自
管仲之後, 無聞於齊, 安有世祀者哉? 此乃奢侈之禍也.”

84) 論語 ｢八佾｣: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有反坫, 管氏亦有反坫. 管氏
而知禮, 孰不知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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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던 인물이다. 특히 그의 재상으로서의 功績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본래 

섬기던 公子糾가 죽은 뒤에 그의 政敵이었던 桓公을 섬긴 것이 出處의 의리에 맞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85) 그러나 성해응은 이처럼 논란이 많

았던 관중의 功績이나 出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관중에 관한 이

와 같은 논란들은 논어나 맹자에서부터 발견되기 때문에, 성해응이 그러한 논

란이 있는지 몰라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86) 오히려 공적이나 출처보

다는 ‘過分’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만큼 성해응에게 있어 ‘君臣之分’은 절대적이고 중

요한 가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사론 상｣ 3번째 글인 〈鬻拳〉에도 동일하게 확

인된다.

 鬻拳이 君臣의 구분[君臣之分]을 알지 못하고 다만 임금의 잘못을 구제하는 것만을 

忠으로 여겨 병력으로 楚文王을 위협하고 나중에 스스로 형벌을 받은 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절제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무릇 신하가 간언을 올리는 것은 왕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옳거늘, 육권은 병력을 가지고 임하여 초문왕으로 하여금 두려워 따르지 않

을 수 없게 만들었으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 장차 (그릇된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면 육권은 또 반드시 병력을 동원해야만 했을 것인가? 이는 이어갈 수 있을 만

한 방법이 아니다. 초나라는 임금과 신하가 애초에 비루하여 임금은 마루에 오르고 신하

는 섬돌에 있지 않았는데 문왕 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습속을 버리지 못했었다. 그

래서 육권이 禮를 갖추지 못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87)

85) 김성준, ｢茶山과 日本 古學派 太宰春臺의 管仲論｣, 동양한문학연구 34, 동양한문학
회, 2012, pp.92~93.

86) 論語에서 공자는 “관중의 그릇이 작다[管仲之器, 小哉.]”고 하면서 그의 검소하지 않
음과 예를 알지 못했음을 비판하기도 하지만(｢八佾｣ 22장), 桓公을 섬긴 것이 不仁하지 
않느냐는 子路와 子貢의 물음에 대해서는 각각 “환공이 諸侯들을 규합하되 武力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으니, 누가 그의 仁만 하겠는가? 누가 그의 仁만 하겠는가?[桓
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우두
머리가 되어 한번 天下를 바로잡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惠澤을 받고 있
으니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夷狄이 
되었을 것이다[管仲相桓公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袵矣.]”
라고 대답하며 크게 칭찬하기도 하였다(｢憲問｣ 17·18장). 따라서 관중의 출처에 대한 
논란은 공자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논어에 그것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孟子에서는 관중이 비판일변도로 평가되는데, 특히 그의 功績에 대해서 “관중은 저
처럼 군주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았으며, 저처럼 國政을 오래 맡았는데도 공적이 저처럼 
보잘것없다[管仲得君, 如彼其專也. 行乎國政, 如彼其久也. 功烈, 如彼其卑也.]”고 하여 공
자와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公孫丑 上｣ 1장). 여기에서 관중의 공적에 관한 논
란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다.

87)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鬻拳〉: “鬻拳未知君臣之分, 秪以救君之過爲忠, 以
兵諫楚文王而自刑, 由其徑情直行故也. 夫臣之進諫爲可繼也. 鬻拳臨之以兵, 使楚文王懾而不
得不從. 然旣不能格其非心, 必將復發, 則鬻拳又加以兵乎? 是乃不可繼者也. 楚之君臣, 旣發
自藍縷, 無堂陛之等, 至文王時, 尙未離其習. 故鬻拳之無禮, 乃如是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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鬻拳은 춘추시대 楚나라의 대부로, 일찍이 文王에게 간언을 올렸으나 듣지 않자, 

무력으로 문왕을 위협하여 자기 말을 따르게 한 뒤, 스스로 그 무례함을 사죄하며 

자기 발꿈치를 자른 일화로 유명하다.88) 첫 문장의 “鬻拳이 君臣의 구분[君臣之分]

을 알지 못하고 다만 임금의 잘못을 구제하는 것만을 忠으로 여겨 병력으로 楚文王

을 위협하고서 스스로 형벌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일화를 가리킨 것이다. 문왕이 

息나라와 계략을 짜 蔡나라 哀侯를 사로잡고서 그를 삶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중원 나라들의 적개심만 키울 뿐이었으므로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육권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문왕에게 애후를 죽이지 말라고 간언했던 것이고, 이렇

듯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임금을 바로잡는 것은 분명 충성심으로 인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병력을 동원해 왕을 위협하는 것은 “君臣의 구분

[君臣之分]을 알지 못하”는 무례하고 過分한 일이므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국가와 임금을 위하는 충심으로 했다고는 해도 “마음 내키는 대로 절제 없이 행동”
하는 잘못을 저지를 뿐이었던 것이다. 이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올바른 諫諍의 방

법이 아니었다.

성해응은 이렇듯 육권의 過分함을 비판하면서 “초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애초에 

비루하여 임금은 마루에 오르고 신하는 섬돌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임금은 

마루에 오르고 신하는 섬돌에 있는 것이 군신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초나

라는 이러한 구분이 희미했고, 육권의 무례함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 범해졌다는 것

이다. 이 언술을 통해 성해응이 명분에 따른 상하의 구분과 질서를 중시했음이 다

시 한 번 확인된다. 즉 성해응이 보기에 위아래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질서의 유지

는 사회 전체의 안정감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임금을 좋은 방

향으로 이끌기 위한 충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는 임금과 신하의 구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해응은 이렇듯 군신의 위계와 구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왕위를 찬탈하고 임

금을 시해하는 등의 역적 행위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다. 실제로 ｢사론｣에는 “무
릇 천하의 악 가운데 임금을 시해하는 것보다 심한 것은 없다”89), “무릇 악 가운데 

弑逆보다 악한 것은 없다”90)와 같은 언술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성해응은 인물

이 직접 반역을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반역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미진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비판을 가했다. 반역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군신

지분을 어지럽히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래에 살펴볼 ··수
모두 그러한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경우에 해당한다.

88) 春秋左氏傳 ｢莊公19年｣
89)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趙盾〉: “夫天下之惡, 莫過於弑君.”
90)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欒盈〉: “夫惡, 莫惡於弑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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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蘧伯玉은 언행이 왕왕 道에 합치했으니, 衛나라의 賢者들을 살펴보건대 거백옥에 미

칠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聖人께서도 그를 칭찬하신 것이다. 그러나 孫文子가 衛獻公

을 쫓아내고자 할 적에 거백옥은 “임금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데 신하가 감히 침범할 

수 있겠으며, 비록 침범한다 하더라도 새 임금이 옛 임금보다 나을 줄을 어찌 알겠는

가?” 하고 대답하고는 마침내 가까운 關門을 통해 國外로 나갔으니, 그 말이 너무 공손

하여 악인의 뜻을 꾸짖는 것 같지가 않다. 게다가 가까운 관문을 통해 국외로 나간 것은 

어찌 그리도 난리를 두려워함이 급한가? 이는 晏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백
성의 임금이 된 자가 어찌 威勢로 백성을 억압해서야 되겠는가? 社稷을 主持해야 하고, 

임금의 신하된 자가 어찌 봉록[口實]만을 탐해서야 되겠는가? 사직을 保衛해야 한다. 그

러므로 임금이 사직을 위해 죽으면 신하도 그를 위해 죽고, 임금이 사직을 위해 도망하

면 신하도 그를 위해 도망하지만, 만약 임금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죽고 자신을 위해 도망

한다면 그 임금이 사사로이 寵愛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함께 죽고 함께 도망

가는 일을 감당하겠는가?”
  무릇 임금은 사직이 의탁하는 바이고, 사직은 임금이 의지하는 바이니, 둘로 가를 수

가 없을 것이다. 신하된 자는 사직을 중시하기 때문에 임금도 중시하는 법이니, 사직만 

중한 줄 알고 임금이 중한 줄은 모른다면 關龍逄과 比干이 무엇 때문에 桀王과 紂王을 

위해 시퍼런 칼날을 밟았겠는가? 이들이 어찌 “(임금이) 사사로이 寵愛하는 사람”이었겠

는가? 춘추시대에 君臣의 구분[君臣之分]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안자의 말이 당대에 추종되어 거백옥과 같은 현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91)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해응은 이 글을 통해 蘧伯玉과 같은 賢者도 군신지분에 밝

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백옥은 춘추 시대 衛나라의 대부로, 孔子로부터 君子

라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92) 공자한테서도 칭찬 받은 인물을 ‘군신지분에 밝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어째서인가? 다름 아니라 임금을 쫓아내려는 孫文子에 제대

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좌전의 기록을 보면 거백옥과 함께 위나라의 신하로 있던 손문자는 임금이 포

악하여 社稷이 전복될까 두렵다면서 거백옥에게 넌지시 반역을 일으킬 뜻을 내비쳤

다. 이 때 거백옥은 “임금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데 신하가 감히 침범할 수 있겠

91)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蘧伯玉〉: “蘧伯玉言行, 往往合于道, 考衛之賢, 無
及伯玉者. 是故, 聖人稱之. 然當孫文子之欲逐衛獻也, 伯玉對曰: ‘君制其國, 臣敢奸之. 雖奸
之, 庸知愈乎?’ 遂從近關出. 其言太遜, 似非折惡人之意, 而且從近關出, 何其懼難之急也? 
如晏子之言曰: ‘君民者, 豈以陵民? 社稷是主. 臣君者, 豈爲其口實? 社稷是養. 故君爲社稷
死則死之, 爲社稷亡則亡之. 若爲己死而爲己亡, 則非其私暱, 誰敢任之?’ 夫君卽社稷之所托
也, 社稷卽君之所寄也, 恐不可歧焉. 爲人臣者, 重社稷之故, 而重君焉. 徒知社稷而不知君, 
則是龍逄､比干, 何爲爲桀､紂而蹈白刃哉? 此豈私暱乎哉? 春秋之際, 君臣之分不明者, 以有
外濟故也. 是以, 晏子之言, 爲當世之所趨, 而如伯玉之賢, 亦不免於此矣乎.”

92) 論語 ｢衛靈公｣: “군자로구나 거백옥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감출 수 있겠구나.”(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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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비록 침범한다 하더라도 새 임금이 옛 임금보다 나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하고 대답하고는 미리 난리를 피해 국외로 나갔다.93) 성해응은 거백옥의 이와 같은 

대처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았다. 손문자의 악한 뜻을 제대로 꾸짖지도 않고 너무 

빨리 국가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신하로서 임금을 거스르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

은 마땅히 크게 비난받고 저지되어야 할 극악무도한 행위인데 그에 비해 거백옥의 

대처는 지나치게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성해응은 거백옥의 이와 같은 반응이 齊나라의 대부였던 晏子(晏嬰)와 같은 생

각을 가진 데서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글 중에 인용된 안자의 말은 좌전 ｢襄公

25년｣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성해응이 이해한 바에 근거하여 요약하자면 ‘임
금은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사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죽고 도망

하는 임금은 함께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이다. 즉 임금은 사직을 위해 봉

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임금을 돕기 위

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해응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릇 임금은 사직이 의탁하는 바이

고, 사직은 임금이 의지하는 바이니, 둘로 가를 수가 없을 것”인데, 안자는 둘을 별

개의 것으로 떼어 놓아 의리를 다르게 적용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성해응

의 생각에 의하면, 사직이 중요한 만큼 임금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하는 어떤 경우

에도 임금을 어려움 속에 내버려두고 자기의 안위만을 챙겨서는 안 되었다. 만약 

그것이 용납되는 행위였다면 關龍逄과 比干이 무엇 때문에 폭군인 桀王과 紂王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바치다가 참혹하게 죽었겠느냐는 것이다.94)

성해응은 안자의 말이 ‘사직에 도움이 안 되는 임금은 돕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

로 읽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몸만 온전히 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사실상 거백옥의 경우도 이처럼 사직과 임금

을 구별하여 인식했기 때문에 임금의 어려움을 예견하고도 재빨리 외국으로 나가 

자기 몸을 보전했던 것이다. 성해응은 신하라는 신분에 있는 이상, 임금이 무슨 일

을 당하든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운명을 함께해야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라 생

각했다. 그러지 않고 임금을 해치려는 자를 내버려 두거나, 자기의 목숨만 보전하려 

하는 것은 모두 군신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

은 성해응의 다른 글인 〈讀晏子春秋〉에도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일찍이 莊公이 시해되었을 때 晏子가 “임금이 사직을 위해 죽으면 신하도 그를 

93) 春秋左氏傳 ｢襄公14年｣
94) 關龍逄은 夏나라 桀王 때의 충신으로, 걸왕이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잘못에 대해 간하

다가 죽임을 당하였다.(莊子 ｢人間世｣) 比干은 은나라 紂王의 삼촌이었는데, 주왕의 음
란함에 대해서 간하자, 주왕이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보자.” 하고는, 그의 배를 갈라 죽였다.(史記권3 ｢殷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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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죽고, 임금이 사직을 위해 도망하면 신하도 그를 위해 도망한다.” 한 것에 대해서 

괴이하게 여겼었다. 대신의 책무는 항상 임금의 과실에 대해 간쟁하는 데 있으니, 그리

하여 위태로움에 이르지 않으면 사직이 편안해지고, 만약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떠날 뿐

이다. 어찌 임금이 죽거나 도망감을 좌시하고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안자는 조정에 있

으면서 임금을 위태롭게 하였는데도 구제하지 않고, 난을 당하게 하였는데도 난리를 그

치게 하지 않고서는 말하기를 “임금을 따라 죽거나 도망가는 이라고는 임금이 사사로이 

寵愛했던 사람뿐일 것이다”라고 했다. 임금으로 하여금 사직을 받들 수 없게 한 것이 누

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안자의 이 말은 후세에 난리를 피하여 자신만 온전히 한 자들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95)

성해응은 신하의 직분에 있는 자는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 간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러날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쨌든 신하의 직분에 있는 이

상은, 임금의 어려움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면서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태로우면 구제하려 하고, 난을 당하면 난리를 그치게 하려 해야지, ‘그런 건 임금

의 사사로운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하면서 자기 몸만 보전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성해응은 안자의 말이 “후세에 난리를 피하여 자신만 온전히 한 자들

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안자의 말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인데, 춘추시대에는 군신지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거백옥 같은 현자도 이 말

에 경도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성해응은 신하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군신지분을 지키며 자기의 직분을 

다할 것을 강조했고, 특히 반역이 일어날 때는 임금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

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은 군신지분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긴 것이다. 성해응은 南朝 宋의 대신

이었던 袁淑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비판을 가한다.

 袁淑은 元凶 劉劭가 弑逆을 꾀할 때에 義로써 거절하였으니 이는 어려운 일이고, 文

帝가 결국 弑害될 때 또 능히 殉節하였으니 충성스럽다 할 만하다. 그러나 유소가 巫蠱

한 일로 인하여 문제에게 죄를 얻은 지가 오래되었거늘 원숙은 어찌 간언하여 그치게 하

지 않고 또 시간을 끌며 즉시 물러나지 않아 끝내 그 칼날에 죽고 말았는가? 뿐만 아니

라 유소의 謀議를 듣고 나서는 어찌 문제에게 달려가 고하여 대비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조정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가? 무릇 시역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바이거늘, 귀로 

듣고도 발설하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고 그 흉악한 계책을 멋대로 펴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원숙의 忠節이 위대하긴 하나 변란에 처하여 의리를 다하는 데에는 미진함이 있

다.96)

95) 硏經齋全集 續集 冊12 ｢文三｣, 〈讀晏子春秋〉: “余甞怪莊公之被弑也, 晏子以爲: ‘爲社
稷死則死之, 爲社稷亡則亡之.’ 大臣之責, 常諫君過失, 不至危亡則社稷安矣, 苟言不行則斯
去矣. 豈復視君之死亡而不之從哉? 晏子立其朝, 使君蹈危而不之救, 處難而不之止, 曰: ‘從
而死亡, 卽私暱也.’ 使君不得奉社稷, 是誰之責哉? 晏子此言, 爲後之逃難自全者啓也.”

96)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袁淑〉: “袁淑當㐫劭弑逆之謀, 能折之以義, 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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袁淑은 太子左衛率로 있을 때 태자 劉劭가 아버지 文帝를 시해할 계획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으나, 의리에 어긋난다 하여 거절하였다. 이튿날 유소가 시역을 시행하

려 할 때에 다시 불러서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여 유소의 칼날에 죽임

을 당하였다.97) 성해응은 이러한 원숙의 행적에 대해 우선 누구나 할 수 없는 “어
려운 일”이고 “충성스럽다 할 만하다”며 칭찬한다. 그러나 이는 서두에 불과할 뿐, 

이어지는 서술에서는 태도를 바꿔 원숙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시작한다.

성해응이 가장 문제시한 것은 임금 시해 계획을 들은 후의 원숙의 처신이다. 유

소가 임금을 시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째서 “문제에게 달려가 고하여 대비

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조정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느냐는 것이다. 이는 천지에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인 시역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그 흉악한 계책을 멋대로 펴

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결론적으로 “원숙의 忠節이 위대하긴 하나 변

란에 처하여 의리를 다하는 데에는 미진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적을 따르

지 않은 ‘충절’을 인정하면서도 그와는 별개로 변란에의 미진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

한 것을 보면, 성해응이 ‘군신지분의 준수’를 ‘자기희생의 충절’과 대등하거나 그보

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 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물을 

비판하는 또 하나의 예시이다.

수 孔子께서는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을 것[正名]이다”라고 하셨으니, 혼란을 그치게 하

는 데에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正名]만한 것이 없다. 임금이 임금이라는 이름을 바르게 

하고, 신하가 신하라는 이름을 바르게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르게 하고, 

자식이 자식이라는 이름을 바르게 하면 혼란이 무슨 수로 생겨나겠는가? 이름을 바로잡

는 것[正名]이 禮를 버려두고는 무엇으로써 하겠는가? 晏子가 진실로 이것을 알았기 때

문에 陳氏의 참람함을 논하여 말하기를 “오직 禮만이 그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景公 또한 그 말을 기쁘게 들은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고 진씨

가 참람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98)

인용문은 ｢사론 상｣ 42번째 글 〈晏嬰〉의 후반부이다. 성해응은 여기서 공자의 

正名論을 언급하면서 “혼란을 그치게 하는 데에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正名]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正名은 禮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안영은 당

시 군왕보다도 더 권력이 강했던 陳氏의 참람함에 대해 “오직 禮만이 그치게 할 수 

及當文帝之弑, 又能殉節, 可謂忠矣. 然凶劭因巫蠱事, 得罪文帝者久矣, 淑何不諫止, 又遷延
不卽退, 卒罹其刃乎? 且旣聞㐫劭之謀, 何不走告文帝而備之, 乃還省而寢? 夫弑逆天地之所
不容也, 可耳聞而不之發, 肆其凶謀乎? 淑忠節雖偉, 處變而盡其義, 則有所慊矣.”

97) 宋書권70 ｢列傳｣30 〈袁淑〉
98)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晏嬰〉: “孔子曰: ‘必也正名乎.’ 止亂莫如正名. 君

正君之名, 臣正臣之名, 父正父之名, 子正子之名, 則亂何由生乎? 正名者, 捨禮而何以哉? 晏
子誠知之矣, 論陳氏之濫曰: ‘唯禮可以已之.’ 景公亦喜聞之矣. 何不行之而任其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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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했으니 성해응이 보기에 이는 매우 타당한 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안영

이 이러한 이치를 알면서도 “실행하지는 않고 진씨가 참람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마치 임금이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혼자 외국으로 떠나버렸던 의 

거백옥이나, 시역의 계획을 듣고도 임금에게 알리지 않고 물러나 잠을 청했던 의 

원숙처럼, 임금의 어려움을 목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아 군신지분에 손

상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해응은 거백옥이나 원숙에게 했듯이 안

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질책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거백옥·원숙·안영이 모두 후대에 익히 칭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거백옥은 衛나라의 獻公·殤公·靈公 등 삼대의 임금을 섬기면서 德治를 

펼쳤고, 공자로부터 君子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행실이 바른 인물이었다. 원숙 역

시 역적에게 복종하지 않다가 죽임 당한 충절의 대명사로서, 宋書에서 다음과 같

이 극찬한 바 있다. “義를 목숨보다 중시하여 옛사람의 말씀을 빛내고 자기 몸을 

던져 군주를 위해 죽는 것 같은 경우는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만약 陽源(원숙의 字)의 節義가 없었더라면 조정이 어찌 귀하게 여겨졌겠는가[若乃

義重乎生, 空炳前誥, 投軀殉主, 世罕其人. 若無陽源之節, 丹青何貴焉爾?]” 그런가 하

면 안영은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보여줬던 강직함과 지혜로운 언행들로 인해 당

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으며, 공자에게도 칭찬 받고, 사마천에게도 존경 받았다.99) 

따라서 이들을 비판하는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100) 그런데 성해응은 이들

에 대해 군신지분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성해응이 인

물의 성품·충절·업적보다도 군신지분의 준수 여부에 더욱 주목했으며, 그 기준이 

매우 높고 엄격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군신지분을 어기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내어야’ 비로소 명분에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본 것이다.

99) 공자는 論語에서 “晏平仲은 사람들과의 교제에 뛰어났으니, 아무리 상대방과 오래 
사귀어도 그를 공경하였다.”(論語 ｢公冶長｣: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 하였다. 사
마천은 史記에서 “晏子는 (역적에게 시해당한) 莊公의 시체 앞에 엎드려 곡하고서 예
를 마친 후에 떠났으니 이른바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것 아니겠는가? 직언을 하되 군주의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이른바 ‘나아
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만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보완할 것만 생각한다’는 말 아니
겠는가? 안자가 살아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 말채찍을 들 만큼 그를 흠모한다.”(史記
권62, 〈晏嬰列傳〉: “方晏子伏荘公尸哭之, 成禮然後去, 豈所謂｢見義不為無勇｣者邪？ 至其
諫説, 犯君之顔, 此所謂｢進思盡忠, 退思補過｣者哉? 假令晏子而在, 余雖爲之執鞭, 所忻慕
焉.”)라고 하였다.

100) 다만 안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특히 李瀷과 
李德懋의 글에 안영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보여 주목된다. 이익은 星湖僿說권26 ｢經史
門｣의 〈晏嬰具臣〉에서 안영이 陳氏의 전횡을 내버려 두면서 벼슬을 떠나지도 않은 점, 
공자의 등용을 저해한 점, 景公의 사치를 막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이덕무
는 靑莊館全書권58 ｢盎葉記｣5의 〈晏嬰蘓軾〉에서 안영이 공자의 등용을 강력히 반대한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간사한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견해일 뿐 대다수
의 문인들은 안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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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사인물을 평가할 때 의리명분론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성리학을 사상

적 기반으로 하고 있던 당시로서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공자의 春秋가 그

러한 역사서술의 시초가 되고, 이후 송대에 司馬光의 資治通鑑, 范祖禹의 唐鑑, 

胡寅의 讀史管見, 朱熹의 資治通鑑綱目 등이 출현한 이래로 역사를 의리적·명

분적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논평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성해응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것이 일반적인 역사관으로 확립된 지 오래였던 것이다.101) 예컨

대 역사인물론의 전범으로 여겨지는 蘇軾의 사론 산문에도 군신 간의 의리와 같은 

명분론적 윤리가 최상의 평가기준으로 적용되었고,102) 이는 조선의 문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에서 송대 성리학 이후로 활발해진 명분론적 인물평가가 조선에

도 동일하게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성해응이 살던 조선 후기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의 사변성에 반기를 들고 실학이 부흥

하였으며, 청나라로부터 양명학, 서학 등의 새로운 사상이 활발히 유입되어 성리학

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역사인물 평가에 있어서도 성리학

적 명분론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평가가 시도되었을 법하다. 그러나 성해

응이 살던 18~19세기 당시 문인들의 저술을 살펴보면, 적어도 ‘역사인물론’에 있

어서는 여전히 성리학적 명분론이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

표적인 예로 洪大容의 ｢史論｣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藿戈와 羅憲은 비록 임금을 배반하고 적에게 항복한 자와는 차이가 있으나, 그들의 

몸은 한나라의 신하이고 살고 있는 땅도 한나라의 강토였으니 능히 漢室을 중흥시킬 수 

없으면 죽음으로써 그 강토를 지켜 신하의 절개를 보전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들은 어째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임금을 부하로 삼는 저 원수에게 무릎을 꿇었단 말인

가?103)

㉡ 張賓이 자신을 子房에게 비유한 것은 또한 망령이다. 자방이 자방답게 된 까닭은 어

찌 모사를 하여 승세를 결정함에 있었을 뿐이겠는가? 자신을 잊고 나라에 보답하여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다. 高帝는 한 세대의 영웅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신하로 삼

101) 송대의 성리학적 사학에 관해서는 呂謙擧, ｢宋代 史學의 義理論｣, 中國의 歷史認識 
下, 창작과 비평사, 1985; 오항녕, ｢性理學 歷史書의 형성과 구조｣, 한국실학연구 6, 
한국실학학회, 2003 참조. 송대 역사서가 국내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남일, ｢조선 
초기 관찬 역사서에 있어서 자치통감강목 書法의 영향｣, 한국사학사학보 29, 한국사
학사학회, 2014; 백진우, ｢역사평론서 독사관견(讀史管見)의 위상과 조선 지식인들의 
수용 양상｣, 한문학논집 52, 근역한문학회, 2019 참조.

102) 李哲, ｢苏轼历史人物评价思想研究｣, 河北科技大学学报 13, 北京师范大学历史学院, 
2013, pp.81~82.

103) 湛軒書 內集 卷2, ｢史論｣: “霍戈､羅憲, 雖與背主投降者有異, 身是漢臣也, 地是漢土
也, 力不能中興漢室, 則守死其疆, 以全臣節可也. 奈何以國敗主附, 而屈膝於宗國之讐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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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는데, 하물며 石勒에게 있어서랴? 夷狄이 중국을 어지럽히는 것은 천하의 큰 변

고인 것이다. 張良이 만일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비록 그를 물리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굴복하여 섬기겠는가?104)

제2장에서 언급했듯 홍대용의 湛軒書 內集에 수록된 ｢史論｣은 주로 東晋 시대

의 역사인물에 대한 짤막한 논평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중 ㉠과 ㉡은 임금과 나라

의 원수에 끝내 항복했던 藿戈와 羅憲, 그리고 張賓에 대해 평한 부분이다. “漢室을 

중흥시킬 수 없으면 죽음으로써 그 강토를 지켜 신하의 절개를 보전해야 마땅했을 

것”이라거나, “자신을 잊고 나라에 보답하여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다”는 

등의 서술에서 확고한 명분론적 가치관이 감지되는데, 조선후기에 그 누구보다도 

사상적 개방성을 보였던 홍대용 역시도 역사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송학적 

명분론을 적용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105)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으로 역사 

분야에서도 객관성과 자주성을 강조하고, 고증적 연구를 진행하고, 정통론 외의 변

수를 인식하는 등 새로운 역사학적 시각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성리학적 

도덕사관에 입각한 저술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는데,106) 특히 역사적 사실의 기술

이 아닌 ‘가치평가’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성리학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성해응의 ｢사론｣ 역시도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의리

명분을 인물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되, 다만 죽음을 무릅쓰고 弑逆을 막

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제 2 절 공익실현

성해응은 ‘의리명분’이라는 도덕적 준거를 두는 한편 ‘공익실현’이라는 실리적 준

거에 입각해 인물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인물을 평가할 때 의리적·도덕적 측면뿐

만 아니라 재주와 공적, 국가안정에의 기여와 같은 공익적 측면의 성과도 적극적으

로 고려한 것이다.

104) 湛軒書 內集 卷2, ｢史論｣: “張賓之自比子房, 其亦妄矣. 子房之所以爲子房, 豈在於運
籌决勝而已哉? 忘身報國, 非其君不事. 高帝一世之雄也, 猶不得而臣之, 而况於石勒乎? 夷狄
亂夏, 天下之大變也. 良縱不能擧而攘之, 顧反屈而事之乎?”

105) 홍대용의 사상적 개방성은 박희병의 연구(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에 
의해 잘 밝혀진 바 있다. 물론 홍대용의 ｢사론｣이 사상적 개방성을 갖추기 전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당대 비교적 진보적이었던 지식인들 사이에 여전히 성
리학적 명분론이 인물평가의 잣대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짐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106) 조선후기 역사학의 다양한 흐름에 관해서는 박인호, 한국사학사대요, 이회문화사, 
2001, pp.134~1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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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의리’와 ‘실리’는 동시적으로 실현되기보다는 다소간 배치

되는 가치로 당시에 이해되어 왔다. 가령 맹자는 ‘義’와 ‘利’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하면서, ‘리’에 대한 ‘의’의 절대 우위를 주장하였다.107) 성해응 역시 이러한 유

교적 가치관의 자장 속에 있었으므로, 제1절에서 살펴봤듯 의리명분에 입각한 충절

의 실천을 강조하고 그를 위한 자기희생을 크게 긍정하였다.

그러나 성해응은 그렇다고 해서 실리적인 측면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인물의 재

주와 그로 인한 공적을 논하고, 그것이 국가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지를 살피는 데

도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성해응이 ‘의리명분’
과 ‘공익실현’이라는, 다소 배치되는 두 가지 평가준거를 동시에 적용할 때, 그 준

거 간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을 더 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가, 혹은 우선성이 없이 동등한가, 그리고 그 위계질서가 일관되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성해응의 인물평가 방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성해응이 인물의 재주와 공적, 그리고 국가안정에의 기여

를 논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재주와 공적

㉠ 무릇 충성스럽긴 하나 계책을 내는 데는 부족한 자도 있고, 계책은 잘 내나 충성은 

부족한 자도 있는데, 子家覊 같은 경우엔 두 장점을 겸비했다고 말할 만하다. 魯나라 말

기의 어진 대부 가운데 그보다 뛰어난 자는 없었다.108)

㉡ 張忠獻은 충심은 넉넉하나 재주는 부족했다.109)

㉢ 劉琨은 재주는 작으나 뜻은 컸으니, 비록 晉陽을 일으켜 夷와 漢의 무리들을 어루만

졌으나 공적을 이루지는 못했다.110)

인용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성해응은 종종 ‘재주 및 공적’과 ‘덕성’이라는 두 가

지 준거에 입각해 인물을 평가했다. 가령 ㉠에서는 “충성”이라는 도덕적 측면과 

“계책을 잘 냄”이라는 능력적 측면을 기준으로 두고, 둘 중 하나만 갖춘 자들과는 

달리 子家覊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노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

다고 평가하였다. ㉡과 ㉢ 역시 “충심은 넉넉하나 재주는 부족했다”, “재주는 작으

107) 孟子 ｢萬章上｣: “非其義也, 非其道也, 祿之以天下, 弗顧也, 繫馬千駟, 弗視也. 非其義
也, 非其道也, 一介, 不以與人, 一介, 不以取諸人.”

108)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子家覊〉: “夫忠而遜于謀者有之, 謀而遜于忠者有
之, 若子家覊, 可謂兼其長矣. 魯季之賢大夫, 莫之尙也.”

109)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張浚〉: “張忠獻, 忠有餘而才不足.”
110)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劉琨〉: “劉琨, 材小而志大, 雖建晉陽拊夷漢之衆, 

不能終其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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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뜻은 컸”다고 하여 재주와 덕성에 입각한 이중적 평가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능력과 덕성을 동시에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두 가지가 모두 뛰어

난 ㉠의 자가기 같은 인물에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

다면 둘 중 어느 한 쪽만 뛰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우선 “충심은 넉넉하나 재주는 부족했다”고 한 ㉡의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張忠獻(忠獻은 張浚의 시호)은 충심은 넉넉하나 재주는 부족했다. 金나라가 교란할 

때에는 복수하고자 하는 뜻이 간절했으나 적을 토벌할 임무를 맡아서는 번번이 실패했으

니, 關陝에서 군대를 감독할 적에는 富平에서의 패배가 있었고, 鎭江에서 군사를 감독할 

적에는 酈瓊의 반란이 있었고, 江淮에서 군사를 통솔할 적에는 苻離에서의 패배가 있었

다. 다만 그의 충성과 절의의 기세만은 三軍을 북돋을 만했으므로 부녀자나 어린아이라

도 모두 魏公(魏國公에 봉해진 장준을 가리킴)의 이름을 알았다. 대개 군사를 부리는 일

은 마땅히 虛實과 强弱을 살피고 치밀함으로써 행한 뒤에야 성공할 수 있는데, 위공은 

저 허실의 기미와 강약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복수에만 곧장 힘쓰고 그 계책 또한 오

활하여 실정에 맞지 않았으니, 그가 패배한 것은 역시 그 형세가 그러해서이다. 그러나 

그가 금나라를 멸망시켜 두 황제를 모시고 돌아오겠다고 가슴에 맹세하여 참으로 애태우

며 마음 썼으니, 조금의 재주와 지혜를 보탰다면 어찌 이루어내지 못했겠는가?111)

은 ｢사론 하｣ 74번 째 글 〈張浚〉의 全文이다. 張浚은 송나라 회복에 뜻을 두

고 여러 차례 金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애썼으나, 和親論을 주장하던 실권자 秦

檜에 의해 배척을 당해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던 인물이다.112) 성해응은 이런 

장준에 대해 ‘충심’과 ‘재주’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충심은 갖추었지만 재주는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성해응은 장준의 재주가 부족했음을 富平의 

패배, 酈瓊의 반란, 酈瓊의 반란의 세 가지 사건을 나열하며 지적해 보인다. 조국을 

위해 금나라에 복수하고자 하는 충성의 마음가짐은 간절했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음을 지적해 보인 것이다. 그러나 성해응은 그의 부족한 

재주를 지적한 만큼 그의 훌륭한 충의도 대등하게 드러낸다. 그의 충성과 절의가 

三軍을 북돋을 만해서 남녀노소 모두 그의 이름을 알았다고 말한 부분이 그것이다.

이렇게 ‘재주의 부족함’과 ‘충심의 넉넉함’을 대비적으로 서술한 뒤 마지막에는 

“그가 금나라를 멸망시켜 두 황제를 모시고 돌아오겠다고 가슴에 맹세하여 참으로 

111)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張浚〉: “張忠獻, 忠有餘而才不足. 當金人交訌之
時, 復雪之志雖切, 而及當討賊之任, 輒僨敗, 督師關陝, 而有富平之敗, 視兵鎭江, 而有酈瓊
之亂, 総戎江淮, 而有苻離之僨. 獨其忠義之氣, 可以張三軍, 故雖婦孺, 亦皆知魏公之名. 盖
用兵, 當觀虛宲強弱, 而行之以密, 然後可以集事, 而魏公不顧彼虛實之機､疆弱之形, 直務復
雪, 而其計又踈迂不中, 其取僨敗者, 亦其勢然也. 然其誓心滅金奉還二聖, 誠苦心矣, 少以材
智濟之, 寧渠不能遂乎?”

112) 宋史권361 ｢列傳｣120 〈張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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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태우며 마음 썼으니, 조금의 재주와 지혜를 보탰다면 어찌 이루어내지 못했겠는

가?”라는 말로 끝맺는데, 이는 그의 충심에 재주만 뒷받침되었더라면 황제의 복귀

를 이루어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표현인 동시에 장준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장준의 훌륭한 충성심은 그 자체로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실현

해내는 능력이 부족했음을 별개로 지적하여 중립적인 태도로 최종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주와 덕성 중 어느 한 쪽을 우위에 두기보다, 대등한 위치에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성해응은 재주는 뛰어나지만 덕성에 손색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

가했을까? 다음은 ｢사론 하｣ 80번째 글인 〈張居正〉의 全文이다.

 張江陵(江陵은 張居正의 호)은 재주와 기량의 뛰어남이 李德裕와 비슷하니, 그가 만

일 崇禎(明나라 마지막 황제인 毅宗의 연호)의 때에 살았더라면 어찌 도적의 난리를 근

심했겠는가? 대개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한 세대를 휘어잡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고,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방을 다스리면서도 부족하다 여겼던 것이다. 당시의 이름난 

선비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랑캐가 고요하고 백성들이 안락

하며 세금의 부과가 너그럽고 형벌이 깔끔했으니, 그의 재상으로서의 업적은 참으로 傳

述할 만하다. 무릇 재주와 기량이 뛰어난 자는 왕왕 名節에 손색이 있으니, 만일 奪情한 

일만 없었더라면 어찌 ‘완전한 사람[完人]’이라고 하지 않겠는가?113)

張居正은 明나라의 대신으로, 神宗 때에 재상의 자리에 올라 과감한 개혁을 실행

한 인물이다. 考成法을 실시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전국의 토지 측량을 완수

한 뒤 一條鞭法을 실시하여 국고를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군대를 정돈하고 변경 수

비를 강화하는 등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 탄압, 기득권 침해 등으로 불만을 사기도 하였고, 부친상을 당하고도 휴직 중

에 탄핵될까 두려워 상을 치르지 않는 등 논란거리가 있었다.114)

그렇기 때문에 장거정에 대해서는 그의 정치적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권력을 지

나치게 전횡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평가가 보편적이었다. 가령 明史에서는 장거

정의 열전 끝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덧붙였다.

  장거정은 시대의 변화에 통달하고 맡은 일에 용감하여 신종이 처음 정치할 적에 쇠하

고 무너진 것을 일으켰으니,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인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을 전횡함이 거의 임금을 떨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 끝내 후손의 화를 초래하고 말았

다. 書經에 이르기를 “신하는 총애와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공을 이루었다고 자처하지 

113)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張居正〉: “張江陵材器䧺偉, 似李德裕, 使當崇禎
時, 豈憂流冦之難乎? 盖材䧺也, 故籠罩一世而有餘, 器偉也, 故經理萬邦而不足. 當時有名之
士, 無不從其令, 故戎狄寧謐, 生民安樂, 賦稅寬平, 刑罰淸省, 其相業固可述也. 夫材器優者, 
往往遜於名節, 倘無奪情之事, 則豈不謂完人也哉?”

114) 宋史권213 ｢列傳｣101, 〈張居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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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고 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15)

장거정의 업적으로 보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으나, 권력을 

전횡함이 심하여 화를 초래했음을 지적한 것인데, “그러나” 뒤의 비판 부분에 좀 

더 힘이 실려 있다는 인상을 준다. 성해응의 부친 成大中도 그의 저서 靑城雜記
에서 장거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역시 ‘권력의 전횡’에 주목하여 비판적 태도

를 보이고 있다.

  재상은 천하의 권력을 장악하는 자이니, 재상에게 권력이 없으면 국가는 위엄이 없어

진다. 그러나 옛날의 권력은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伊尹과 呂尙에게 권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후세에는 오로지 은혜와 원수를 갚거나 주고 빼앗는 

것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 李德裕와 張居正도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

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자이겠는가. 그러므로 권력이 극도로 커지면 재앙 역시 그만큼 

커진다.116)

그런데 장거정에 대한 성해응의 태도는 위의 두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성해응은 

장거정의 “재주와 기량의 뛰어남”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조할 뿐, 권력의 전횡에 관

한 혐의는 언급도 하지 않는다. “한 세대를 휘어잡고도 남음”, “만방을 다스리면서

도 부족하다 여김”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의 능력을 추켜세우고, “오랑캐가 

고요하고 백성들이 안락하며 세금의 부과가 너그럽고 형벌이 깔끔했”다면서 “그의 

재상으로서의 업적”을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 와서야 “무릇 재

주와 기량이 뛰어난 자는 왕왕 名節에 손색이 있”다면서 그가 奪情한 일, 즉 부친

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일을 간단히 지적하지만, 그마저도 비판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 奪情한 일만 아니라면 “완전한 사람[完人]”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는 ‘권력의 전횡’에 집중해 비판적 태도를 주로 보였던 명사나 성대중과는 다르

게, ‘재주와 공적’에 집중해 긍정적 태도를 주로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권력을 전횡하여 임금을 두렵게 한 것이나 아버지의 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것 모두 “名節에 손색이 있”는 일이고, 제1절에서 살펴봤듯 성

해응은 본래 명분에 따른 의리실천을 매우 중시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장거정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인데 성해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명절에 

대해서는 작게 비판하고 재주와 업적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성해응이 ‘덕성’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 가치기준에 있어서 ‘능력’을 ‘덕성’보
다 우위에 두거나 최소한 대등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해응이 만일 

115) 宋史권213 ｢列傳｣101, 〈張居正〉: “張居正通識時變, 勇於任事, 神宗初政, 起衰振隳, 
不可謂非幹濟才. 而威柄之操, 幾於震主, 卒致禍發身後. 書曰: ‘臣罔以寵利居成功’，可弗
戒哉?”

116) 成大中, 靑城雜記 권4 ｢醒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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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을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면, 능력은 있으나 덕성이 부족한 

장거정 같은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성해응은 장거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의 결점은 

있지만 “완전한 사람”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성해응은 장거정의 재주를 칭찬하면서 “李德裕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사론 하｣ 
65번째 글로 〈李德裕〉가 실려 있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李贊皇(贊皇伯에 봉해진 李德裕를 가리킴)은 唐나라 말기에 위세를 떨친 자인데, 그

의 충성스러움이 탁월한 것도 아니며 의로움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의 지략은 황제

의 신령을 펼칠 만하며 재기는 국가의 위세를 높일 만해서, 澤潞의 난리를 평정하고 太

原의 변란을 평정하여 黃河 이북에 안정된 형세가 있게 되고 사방의 오랑캐가 적을 제압

하는 위엄에 귀의하였으며, 또 능히 바른 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르지 않은 자를 배척할 

수 있었으니, 이와 같은 자를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비록 그가 권력을 탐했다며 

비판을 받긴 하지만, 한 마디의 단점은 버려두고 한 자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좋거늘, 

어찌하여 宣宗은 그를 매정하게 축출하고 말았는가? 생각건대 선종이 두었던 신하들 가

운데 贊皇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왕업이 결국 쇠하고 말았던 것이다.117)

李德裕는 唐나라 武宗 때 재상을 지낸 인물로, 6년을 재상에 있으면서 안으로는 

환관들의 세력을 억누르고 밖으로는 幽燕을 회복했으며, 回鶻과 澤潞를 평정하여 

藩鎭의 화를 예방하는 등 중요한 공적을 이루었다. 한편, 牛李黨爭의 당사자로서 李

宗閔·牛僧孺 등과 극렬히 대립하여 당쟁을 격화시키기도 했는데, 결국 무종이 宣

宗이 즉위하면서 우승유 일파가 집권하자 崖州에 좌천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

다.118)

성해응은 이러한 이덕유에 대해 ‘충의는 대단치 않지만 재주가 뛰어나다’고 평가

하고 있다. 특히 그의 뛰어난 재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데, 그의 지략으로 인해 

澤潞의 난리와 太原의 변란을 평정하고 黃河 이북과 사방의 오랑캐를 안정시킨 일 

등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와 같은 자를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

이다. 더욱이 성해응은 이덕유가 우승유 등을 지나치게 배척하여 “권력을 탐했다며 

비판을 받”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마디의 단점은 버려두고 한 자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덕유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즉 이덕유의 덕성 측면의 손색보다는, 재주와 공적 측면의 성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117)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李德裕〉: “李贊皇, 卽唐季一振之勢也. 非其忠之
跨衆也, 非其義之長人也, 其智畧足以暢皇靈, 其材氣足以尊國勢, 定澤潞之亂, 定太原之變, 
河朔有底定之勢, 四夷歸折衝之威, 且能扶正而斥邪, 如是者豈易得哉? 雖其貪權有譏, 畧寸短
而取尺長, 可也, 何宣宗斥逐之暴也? 計宣宗所在之臣, 無及贊皇者, 而唐之業遂衰矣.”

118) 舊唐書卷174 ｢列傳｣124 〈李德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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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기존 역사평가에서는 이덕유가 당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크게 비판

을 했다는 사실이다. 가령 新唐書에서는 이덕유의 열전 끝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漢나라의 劉向이 붕당을 논할 때에 그 말이 분명하고 간절하여 눈물을 흘리게 할 만했

으나 군주가 깨닫지 못하고 끝내 무고한 자를 내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덕유는 다시 유

향의 말을 끌어다가 바름과 그름을 지적해 따져 또 축출 당하여 끝내 큰 화를 입었으니, 

아, 붕당의 일어남은 참으로 위태롭구나! 군주의 위엄이 실추되면 아랫사람에게 능멸당

하고, 분별함이 밝지 못한 자에게는 어진 자와 불초한 자가 나란히 나아가되 나아감에 

반드시 이기기를 힘쓰니,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자기의 사심을 끌어들여 의심하는 마음

이 끊이지 않는 틈을 타 사심을 채우려 한다. 이는 마치 桀王·盜跖의 무리와 孔子·顏
子의 무리를 앞에 끌어다 놓고 서로 떠들게 하면서 인원의 많고 적음만 가지고 승부를 

가리는 격이니, 국가가 망하지 않기를 바란들 그럴 수 있겠는가? (이덕유는) 이름난 재

상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미워하는 바를 덜어내지 못하고 원수라 하여 공공연히 배척하

여, 편당 짓는 형세가 이루어져 뿌리 깊게 얽혀 어진 이들은 흩어지고 왕실 또한 쇠하게 

되었으니, 어찌 현명하면서도 명철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공렬이 

빛나고 중흥에 도움이 됨이 姚崇·宋璟과 같았을 것이다.119)

신당서에서는 이덕유가 붕당을 일으켰다는 점을 크게 부각하면서 비판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공렬이 빛나고 중흥에 

도움이 됨이 姚崇·宋璟과 같았을 것이다.”라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덧붙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붕당’이라는 그의 악행에 집중하며 비판적 평가

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당서의 저자인 구양수가 당쟁을 경험한 사람이었

으므로 유난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일 수는 있으나, 구당서등 다른 역사논의

에서도 이덕유의 붕당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아,120) 이는 당시 보편

적인 시각에 가까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성해응은 이덕유의 붕당 행위가 비난 

받을 만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는 국가의 부흥에 기여한 재주와 업적이 훨씬 더 

크므로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의 작은 결점만을 보고 내친 

선종의 처신을 아쉬워했다. 이 역시 성해응에게 있어서 ‘덕성’이라는 가치기준이 결

코 ‘능력’보다 우위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19) 新唐書권180 ｢列傳｣105, 〈李德裕〉: “漢劉向論朋黨, 其言明切, 可爲流涕, 而主不悟, 
卒陷亡辜. 德裕復援向言, 指質邪正, 再被逐, 終嬰大禍, 嗟乎. 朋黨之興也, 殆哉! 根夫主威
奪者下陵, 聽弗明者賢不肖兩進, 進必務勝, 而後人人引所私, 以所私乘狐疑不斷之隙. 是引桀
､跖､孔､顏相哄於前, 而以衆寡爲勝負矣, 欲國不亡, 得乎? 身爲名宰相, 不能損所憎, 顯擠以
仇, 使比周勢成, 根株牽連, 賢智播奔, 而王室亦衰, 寧明有未哲歟? 不然, 功烈光明, 佐武中
興, 與姚､宋等矣.”

120) 舊唐書권174, 〈李德裕〉: “與夫市井之徒, 力戰錐刀之末, 淪身瘴海, 可爲傷心. 古所謂
攫金都下, 忽於市人, 離婁不見於眉睫. 纔則才矣, 語道則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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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정에의 기여

앞의 논의를 통해 확인했듯이, 성해응에게 있어서 현실적 성과나 이익은 도덕적 

의리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였다. 이는 그가 ‘국가의 안정에 기여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인물을 평가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는 국가

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비로소 신하로서의 직분을 다한 것이라 여겼다.

 또 시기심 많고 잔인한 德宗이 태자를 바꿔 세울 뜻을 두었으니, 당시 지위에 있던 

자들이 누가 능히 그 禍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오직) 長源(李泌의 字)이 至誠으로 (임

금을) 일깨우기를 누차 반복하여 이치로써 밝혀서 唐나라 왕실이 다시금 평안해지게 하

였으니 大臣이라 할 만하다.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어찌 다른 방도가 있

겠는가? 그 충심으로 간청함이 이와 같았으니, 그가 神仙을 얘기하고 竇參·董晉을 천거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허물하는 것은 마땅히 논할 거리가 못 된다.121)

은 ｢사론 하｣ 59번째 글인 〈李泌〉의 후반부이다. 李泌은 唐나라 玄宗·肅宗·

代宗·德宗의 4대에 거쳐 관료생활을 하여 재상의 지위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오랜 

관료생활 동안 여러 업적을 이루고 국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많이 폈는데, 그 

중에서도 성해응이 주목하여 칭찬하는 것은 바로 태자를 바꿔 세우려는 덕종의 생

각을 돌이켜 “唐나라 왕실이 다시금 평안해지게” 한 일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태자비의 모친인 郜國公主가 작당하여 태자의 세력을 키우려 

한다는 누군가의 고발을 덕종이 듣고 분노하여 태자를 내치려고 하였는데, 유일한 

적자를 내쳐서는 안 된다는 이필의 간언으로 인해 결국 마음을 바꾸었다. 이필은 

이 때 덕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결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눈물을 흘려가

며 수십 차례 간쟁했다고 한다.122) 성해응은 이러한 이필의 행적을 가리켜 “至誠으

로 (임금을) 일깨우기를 누차 반복하여 이치로써 밝혀서 唐나라 왕실이 다시금 평

안해지게 하였”다고 한 뒤 “大臣이라 할 만하다”고 칭찬한다. 그리고는 국가를 안

정시키기 위해 임금에게 지성으로 간언하여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았으니 다른 허물

들은 논할 거리가 못 된다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이는 성해응이 대신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정을 이루었는가’ 하는 실질적 성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필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면, 

다음에 살펴볼 荀息은 같은 기준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이다.

121)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李泌〉: “又以德宗之猜忍, 有易樹之志, 當時在位
者, 孰能息其禍乎? 長源至誠開發, 反覆屢回, 能以理明之, 使唐室再安, 可謂大臣矣. 格君之
非心, 夫豈他道哉? 其忠懇如此, 人之疵談神仙､薦竇董, 宜勿論也.”

122) 舊唐書권130 ｢列傳｣80, 〈李泌〉; 新唐書권139 ｢列傳｣64, 〈李泌〉; 資治通鑑 卷
233 ｢唐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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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獻公이 병이 깊어졌을 때에 荀息을 불러 (총애하는 아들 奚齊의 보좌를) 부탁한 것

은 세 公子의 무리들이 반드시 난을 일으켜 奚齊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을 이미 다 헤아

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순식이 만약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해제로 하여금 왕위를 

重耳에게 양보하도록 했더라면 驪姬 母子가 모두 무사하고 晉나라도 평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임종 때의 區區한 부탁을 차마 저버리지 못하고 忠貞으로 해제를 보호할 

것을 맹세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大臣의 일이겠는가? 대신은 한 번 죽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힘쓰는 법이니, 헌공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깨우쳐 집안이 평

안하고 국가가 안정되게 하였다면 그 善함이 가히 성대하다 하겠거늘, 저 순식은 단지 

한 마디 말의 중함 때문에 나라를 구제하지 못했다. 비록 자기 몸을 부수어 (그 한 마디 

부탁을) 완수한다 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123)

는 ｢사론 상｣ 14번째 글인 〈荀息〉의 후반부이다. 순식은 춘추 시대 晉나라 獻

公 때 相國을 지낸 인물이다. 헌공이 죽을 때 驪姬의 소생인 亥齊를 보필하라는 遺

命을 받고 그 임무를 완수하려 하였으나, 헌공이 죽은 뒤 해제가 里克에게 살해되

자 따라 죽으려 하다가, 해제의 아우인 卓子를 세워 보좌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듣

고 탁자를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탁자마저도 이극에게 살해당하자 순식도 마침

내 목숨을 버렸다.124)

성해응은 순식이 헌공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해제를 보좌하여 임금으로 세워달라는 헌공의 부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보기 때문이다. 헌공의 부탁대로 할 경우 쫓겨났던 세 公子(申生·重耳·夷吾)

의 무리들이 난을 일으켜서 국가가 혼란해지고 여희와 해제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

질 것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해응은 순식이 “헌공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깨우쳐 집안이 평안하고 국가가 안정되게”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헌공에게 바

른 말로 간언하여 유언을 철회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해제로 

하여금 왕위를 重耳에게 양보하도록” 설득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순식은 그러

한 구구한 유언을 차마 저버리지 못하여 충정으로 명을 완수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결국 진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성해응은 이것이 “어찌 大臣의 일이겠는가?” 하고 따져 묻는다. 대신이란 무엇보

다도 “국가의 안녕을 위해” 힘쓰는 법인데, 순식의 처사는 오히려 진나라의 혼란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성해응이 보기에 순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정을 위하

는 길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임금의 유언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했다. 

“저 순식은 단지 한 마디 말의 중함 때문에 나라를 구제하지 못했다. 비록 자기 몸

123)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荀息〉: “當獻公之疾, 召息而托之者, 已慮三公子
之徒必作亂, 而奚齊不能保守也. 息苟陳其故, 使奚齊讓其位於重耳, 則驪姬之母子, 俱得無
事, 晉國安矣. 乃不忍其臨死區區之托, 請以忠貞保之, 此豈大臣之事乎? 大臣不以一死爲重, 
而務國家之安. 使獻公一朝覺悟, 而家寧國安, 則其善可謂盛矣. 彼徒以一言之重, 而不能救
焉, 雖虀粉其身而遂之, 亦何補之有哉?”

124) 春秋左氏傳 ｢僖公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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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수어 (그 한 마디 부탁을) 완수한다 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라는 말

에 그러한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성해응에게 있어 신하의 본분이란 다

름 아닌 ‘국가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임금의 그릇된 생각도 

바로잡을 줄 알아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목숨까지 버린 충성이라 해도 국가에 도

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결코 긍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은 ｢사론 

상｣의 52번째 글인 〈衛公子郢〉에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論語에 말하기를, “子路가 ‘衛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맞이해 정사를 펴고자 하시니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자 孔子께서 ‘반드시 名을 바로잡을 것[正名]이다.’
하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후대의 儒者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天王에게 고하고 方

伯에게 청하여 公子 郢을 명하여 그를 세우면 人倫이 바르게 되고 天理에 맞아서 名이 

바르고 말이 순해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蒯聵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과 蒯輒이 나

라를 차지하고서 아버지를 막은 것이 똑같이 죄이니, 郢이 만약 군주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靈公이 명하고 南子도 거듭 명했거늘 어찌 굳이 자기 한 사람의 

名만 생각하느라 宗統의 중요함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인가?

  게다가 輒을 임금으로 세운 것도 郢의 계책이니 衛나라 大夫들은 그 계책을 따라서는 

안 됐다. 宋나라의 子魚, 楚나라의 子西, 曹나라의 子臧, 吳나라의 季札이 왕위를 사양한 

것과 같은 경우는 마땅히 즉위할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기가 거기에 구차히 낀다면 王命

을 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지만, 郢 같은 경우에는 君臣·父子의 사이에 해당하여 자

기가 왕위에 오르지 않으면 일이 다 어그러지게 되니 결코 사양해서는 안 되었다. 衛나

라의 혼란을 郢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기 어렵다.125)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춘추시대 衛나라 靈公의 세자였던 蒯聵와 그 

아들 蒯輒, 그리고 靈公의 막내아들이었던 郢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蒯聵가 세자 시절에 靈公의 부인 南子의 음란무도함을 미워해 그를 살해

하려 했는데 일이 누설되는 바람에 靈公의 분노를 사 타국으로 달아났었다.126) 이

에 세자를 잃게 된 靈公은 막내아들 郢을 세자로 삼으려 하였는데 郢은 “저는 社稷

을 욕되게 할 만하지 못하니 임금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소서[郢不足以辱社稷, 君其

改圖]”라고 하며 사양하였다. 靈公 사후에 南子가 다시 한 번 그를 즉위시키려 할 

때도 “저는 身分이 다른 아들들과 다릅니다[郢異於他子],” “또 도망간 사람(蒯聵)

의 아들 輒이 있습니다[且亡人之子輒在]”라고 하며 끝내 왕위를 사양하고 蒯輒을 

125)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衛公子郢〉: “語云: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後儒言: ‘告諸天王, 請於方伯, 命公子郢而立之, 則人倫
正, 天理得, 名正言順而事成.’ 夫蒯聵之欲殺其母, 蒯輒之遽拒其父, 均之爲罪. 郢若主國, 則
無是患矣. 且靈公命之, 南子申之, 豈必顧一身之名, 而不顧宗統之重乎? 且立輒者, 郢之策
也. 衛之大夫, 不當徇之也. 如宋之子魚､楚子西､曺之子臧､吳之季札之辭位者, 以有當立者存, 
己苟于之, 是廢王命也. 至若郢, 則當君臣父子之際, 己不當其位, 則事皆乖戾舛午, 固不當辭
也. 衛之亂, 未必非郢之所成也.”

126) 번 인용문 중에 “蒯聵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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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 것을 권했다. 이에 蒯輒이 즉위해 出公이 되었는데 다시 위나라로 복귀하려는 

자신의 아버지 蒯聵를 막아 돌려보내는 무도한 일을 했다.127) 이후 위나라는 蒯聵
와 蒯輒의 세력 싸움에 수차례 왕위가 바뀌는 등 혼란이 지속됐다.128)

이 사건에 대해서는 論語에도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본문 맨 처음에 인용된 

문장이 그것이다. 당시 蒯輒을 섬기고 있던 子路에게 공자가 “正名”을 강조했던 것

이다. 이에 대해 “후대의 儒者”인 胡寅이 주석을 달면서 ‘公子 郢을 명하여 세웠다

면 名이 바르게 돼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129) 성해응도 

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胡寅의 말이 子路

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성해응은 衛公子郢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

해 胡寅은 ‘자로가 衛公子郢을 즉위하게 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라면, 성해응은 ‘衛公子郢이 왕위를 사양해서는 안됐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펴고 있

는 것이다.

사실 衛公子郢의 왕위 사양은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고 왕실의 적통을 잇기 위

해서였다는 점에서 ‘충절’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성해응이 이를 

“宋나라의 子魚, 楚나라의 子西, 曹나라의 子臧, 吳나라의 季札이 왕위를 사양한 

것”과는 다르다며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한 사람의 名分만 생각하느

라 宗統의 중요함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한 사람의 의리에는 맞을

지 몰라도 국가 전체를 고려해봤을 때는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해응이 

생각하기에 衛公子郢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 않으면 일이 다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을 헤아려 왕위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굳이 양위를 했으니, 비록 충절의 

마음으로 한 양위였으나 결국 “衛나라의 혼란을 郢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기 어

려”운 것이었다. 이는 성해응이 충절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무조건 긍정하기보다, 

‘국가안정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문제가 없어야 비

로소 긍정적 평가를 내렸음을 알게 한다. 그에게 실리는 의리 못지않게 중요한 가

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실리적 가치관은 ｢사론 하｣ 50번째 글인 〈狄仁傑〉에도 분명

하게 나타나 있다.

 狄仁傑이 비록 몸을 굽혀 武則天을 섬기기는 했으나, 그의 뜻은 항상 中宗에게 있었

기 때문에 唐나라 왕실이 결국 위태로움에서 회복되었으니, 만일 적인걸이 없었더라면 

당나라 왕실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적인걸이 무측천을 섬겨서는 

안 되었다고 하나, 당시에는 종실을 제거하고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주살하고 당나라 

사직을 멸하여 오직 中宗과 睿宗만이 남아있었으니, 무릇 당나라 사직을 위하는 자라면 

127) 번 인용문 중에 “蒯輒이 나라를 차지하고서 아버지를 막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킨다. 

128) 이상의 내용은 春秋左氏傳 ｢定公 14年｣·｢哀公 2年｣에 자세하다.
129) 論語集註 ｢子路｣: “胡氏曰: ‘ … 夫子爲政, 而以正名爲先, 必將具其事之本末, 告諸天

王, 請于方伯, 命公子郢而立之, 則人倫正, 天理得, 名正言順而事成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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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서 목매어 죽는 하찮은 필부의 신의나 지키면서 당나라를 위한 계책은 하지 않으

려 할 수 있겠는가? 梁公(梁國公에 봉해진 적인걸을 가리킴)이 무측천에게 아뢴 것은 모

두 天常의 지극함에서 나온 것이라 무측천처럼 완악한 자라도 능히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었다. 저 무측천이 비록 국호를 바꿔 ‘周’라고 칭하기는 했으나 적인걸은 항상 당나라

의 舊臣으로서 자처하며 조정에 임하는 禮로 그를 섬기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그 자신

을 깨끗이 지킨[潔身] 의리에 흠잡을 데가 없다. 끝내 張柬之 등으로 하여금 당나라 사

직을 회복하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의 틈을 엿보지 못했던 것은 진실[誠]했기 때문이

다.130)

적인걸은 武則天이 자신의 아들인 中宗과 睿宗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된 

뒤 국호를 周로 바꾸었을 때에 정승으로 섬기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다가, 나중에

는 무측천을 설득하여 房州에 쫓겨가 있던 중종을 데려와 다시 당나라의 國統을 잇

게 한 인물이다. 성해응은 적인걸에 대해 무측천을 섬겨서는 안 되었다고 비난하는 

혹자들의 견해를 문제제기의 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다. 당

나라 사직을 위하는 자라면 사소한 절개를 지키기보다 큰 관점에서 일을 도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측천을 섬기면서 중종을 복위시킬 기회를 노리는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적인걸의 행적에는 아무 흠이 없으며,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나라 왕실은 결코 회복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엄격한 의리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적인걸이 무측천을 섬긴 것은 절의에 

어긋난다 하여 크게 비난 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성해응은 이러한 의리론

에 얽매이기보다 결국 당나라를 회복했다는 실리적 결과에 큰 가치를 부여하여 적

인걸의 행적을 긍정했다. 국가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실리 앞에서는 명절을 지키는 

것도 “사소한 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성해응의 실리주의

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한 엄격한 의리주의와는 구분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본 절에서는 ｢사론｣ 중 공익실현이라는 실리적 가치에 입각해 수행된 인물

평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성해응이 엄격한 도덕주의에 갇히지 않고 실리 역시 중요

한 가치로서 인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 성해응

은 충절이나 군신지분과 같은 윤리 기준에 입각해 다소 엄격한 수준의 의리론적 평

가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경우에 따라 의리를 우선시하기도 하고 실리를 우선시

130)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狄仁傑〉: “狄仁傑雖屈身事武則天, 其意常在中
宗, 故唐室卒以匡復, 使仁傑而不存, 唐室不可爲矣. 或云仁傑不當事則天, 方是時, 剗削宗室, 
誅殺忠良, 滅唐社稷, 特中､睿存焉耳. 凡爲唐社稷者, 其肯顧溝瀆之諒, 而不爲之計乎? 梁公
之所以告則天者, 皆發於天常之至, 雖㐫頑如武瞾者, 亦能知感. 夫武瞾, 雖改國號稱‘周’, 仁
傑常以唐之舊臣自居, 不過以臨朝之禮事之耳, 其潔身之義, 無所憾矣. 卒得使張柬之輩, 復唐
社稷, 而人莫得以窺其際者, 誠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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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보면 성해응에게는 도덕주의적 관점과 실리주의적 관

점이 일관적인 위계 없이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성해응이 학문적으로 ‘漢學 중심적 漢宋折衷論’의 입장을 취했던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해응은 기본적으로 한학과 송학을 대립적 관계가 

아닌 표리적·상보적 관계로 인식고, 경전에 담긴 성인의 참뜻을 파악한다는 목적

의식 하에, 그 학문적 방법으로서 육경에 주력한 한학과 사서에 주력한 송학의 요

체를 합치는 한송절충론을 택했다.131) 다만 연경재전집에 정리된 실제 학문의 내

용을 보면, 사실상 송학보다는 한학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 가령 그는 詩經

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詩序와 朱子傳의 병행론’을 주장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다분히 尊序的인 경향을 보였고,132) 說·解·論 등의 문체로 다루는 주제가 사서보

다는 육경에 관련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外集에 易類·書類·詩類·春秋

類·禮類·孝經類·總經類와 같이 육경에 관해서는 여러 類를 두어 방대한 양을 다

루는 것에 비해, 사서에 관해서는 庸學類를 둔 것이 유일하고 그 분량도 매우 소략

하다. 또한 理氣性命論과 같은 형이상학적 내용에 관한 저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

으며, 그보다는 경문의 해석이나 서지학적 연구, 예의제도나 역사지리 등에 관한 실

증적 논변, 군사제도나 국방 등에 관한 經世的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33) 

요컨대 성해응은 기본적으로는 한학의 실증적 학풍에 견인되어 있되 거기에 송학의 

의리명분론을 가치관으로서 결합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성리학과 실

학을 절충하는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역사평가 역시 때로는 

의리를, 때로는 실리를 중시하며 의리주의와 실리주의가 병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운명

성해응은 운명을 준거로 역사인물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는 인간의 운명이 기

본적으로 天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는데, 그에게 天은 ‘세계의 운행을 주재하는 절

대적 존재’ 정도로 이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격적이고 자의적인 존재라기보다

는, 불변의 법칙 즉 天道에 따라 세계를 질서 있게 주관하는 존재로 이해했던 것이

131) 성해응의 ‘한학 중심적 한송절충론’에 대한 설명은 김문식,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
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pp.92~100;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1, pp.91~107.

132) 양원석, ｢硏經齋 成海應의 詩經學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43~53.

133) 詩·書를 비롯한 六經에 관한 방대한 자료수집과 서지학적 정리 등은 연경재전집에 
산견되나 특히 권19~21 ｢經解｣와 外集 經翼類 등에 집중적으로 보이고, 예의제도와 역
사지리에 관한 논의는 특히 권22~30 ｢禮論｣이나 ｢東國地理辨｣ 등에 보이며, 군사제도와 
국방론 등 경세적 논의는 ｢北邊雜儀｣·｢續罪言｣ 등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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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인간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自然天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적인 인

격을 가지고 인간사에 개입하는 人格天도 아닌, 나름대로의 이치에 따라 세계를 운

행해가면서 인간과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는 主宰天으로 이해했던 것인데, 이는 先

秦 유학사상에서 발견되는 천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134)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의리명분’과 ‘공익실현’의 두 가지 준거가 인간의 의지

적·실천적 행위의 영역이었다면, ‘운명’은 초월적인 하늘의 영역이라 하겠다. 그렇

다면 이렇듯 초월적 개념을 준거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성해응은 크게 두 가지 노선을 취하는데, 하나는 해당 인물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

가, 즉 ‘하늘로부터 어떤 보응을 받았는가’를 살핌으로써 그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인물이 ‘운명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살핌으로써 그 

삶의 자세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제 각각의 평가방식에 대해 아래의 두 절에서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福善禍淫의 법칙

성해응은 ‘福善禍淫’이라는 하늘의 법칙에 입각해 인물의 행실이 하늘로부터 어

떠한 보응을 받았는지 살피고 포폄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선화음이란 ‘선한 자

에게 복을,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는 하늘의 법칙으로, 이에 대한 언급이 尙書

·國語에서부터 발견될 만큼 세계의 운행원리로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인식되

어 왔다.135) 따라서 성해응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다.

성해응은 복선화음의 법칙을 강하게 신뢰했고, 실제 역사인물의 삶에 이를 적용

하여 평가를 내리는 한편 그 절대성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실제로 ｢사론｣ 속에는 

“무릇 악한 자가 반드시 망하고 포악한 자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은 천도가 본래 그

러한 것이다”136), “(노온서의 말이) 비록 한 마디였을 뿐이지만 그 효용이 멀리까

지 끼쳤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음이 참으로 마땅하지 않은가?”137)와 같은 언술

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만큼 성해응에게 복선화음은 확고한 진리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134) 유학의 天 관념에 대해서는 이춘식, 유학의 천도관과 정치이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제2장 참조.

135) 尙書 ｢湯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천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화를 주므로 하나라에 재난을 내려 그 죄과를 드러냈다.[天道福善禍淫, 降災于
夏, 以彰厥罪.]” 國語 ｢周語｣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다. “천도는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
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天道賞善而罰淫.]” 

136)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申包胥〉: “夫惡必亡而暴必滅, 天道固如是矣.”
137)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路溫舒〉: “雖一言之重, 其効也遠, 子孫之受福, 

不亦宜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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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해응에게 있어 복선화음은 가장 확실한 운명적 법칙이었으므로, 역사 

인물의 생애를 살피는 데 있어 그가 받은 보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입

각점이 되었다. 해당 인물이 하늘로부터 어떠한 보응을 받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봄

으로써 그의 선악을 판단하기도 하고, 복선화음의 법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던 것이

다. 가령 춘추시대 陳나라 厲公의 아들로서 齊나라에 망명해 桓公을 섬겼던 陳完에 

대한 논의에서 성해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堯임금·舜임금은 官天下로 禪讓하였으므로 자손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다. 그럼

에도 자손들이 雜小國에 흩어져 살다가, 周나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陳氏가 강성하여 마

침내 齊나라에 왕 노릇 하였으니 이들은 순임금의 후손이었고, 주나라가 멸망함에 이르

러서는 漢氏가 흥기하여 마침내 천하에 주인 노릇 하였으니 이들은 요임금의 후손이었

다. 대개 德이 성대한 자는 반드시 후하게 보응 받고 功이 큰 자는 반드시 중하게 보응 

받는 법이니, 요순과 같이 성대한 분들이 어찌 丹朱와 商均의 불초함으로 인해 끝내 후

손을 넉넉하게 하지 못했겠는가? 이것은 먼저는 아꼈다가 훗날 창성하게 해준 것이

다.138)

인용문은 ｢사론 상｣ 11번째 글인 〈陳公子完〉의 일부인데, 사실상 陳完보다는 堯

舜과 관련된 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해응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비

록 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성대한 덕과 공으로 인해 자손들

이 보응을 받아 훗날 번성하게 되었다는 요지로 글을 전개한다. 순임금과 요임금의 

후손인 陳氏와 漢氏가 처음에는 비록 소국을 이루는 데 불과했으나, 진씨의 경우는 

周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마침내 齊나라에 왕 노릇” 하였고, 한씨의 경우는 통일국

가를 세워 “천하에 주인 노릇” 하였다는 것이다.139)

성해응은 이처럼 요순의 자손이 성대하게 된 것이, “德이 성대한 자는 반드시 후

하게 보응 받고 功이 큰 자는 반드시 중하게 보응 받는” 이치에 의한 결과라고 했

다. 비록 그 아들 대에는 번성하지 못했으나 먼 후대에는 천하에 왕 노릇 할 만큼 

번성하게 되었으니, “먼저는 아꼈다가 훗날 창성하게 해준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해응은 복선화음의 이치가 곧장 실현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훗날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후하게 돌려받게 된다고 여겼다. 하늘의 보응이 조금 늦

을 수는 있으나 결코 빠트리는 법은 없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을 요순의 후손 한

138)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陳公子完〉: “堯､舜官天下, 故不傳于子孫. 然子
孫散處於雜小國, 而及周之季, 陳氏競焉, 卒乃王齊地, 舜之後也. 及周之亡, 漢氏興焉, 卒乃
主天下, 堯之後也. 盖德盛者, 報必厚, 功博者, 膺必重. 以堯､舜之盛, 豈可因朱､均之不肖, 
而遂無以裕其後也哉? 此所以靳於前而昌於後者也.”

139) 진씨가 제나라에 왕 노릇 했다는 것은, 陳公子完이 陳나라 멸망 뒤에 齊나라로 가 桓
帝를 섬긴 이래로 그 후손이 늘 제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하다가 8세손 陳成子恒에 이르
러서 齊簡公을 시해하고 제나라의 정권을 차지하였던 일을 가리킨 것이다. 春秋左氏傳
｢莊公2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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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씨의 사례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성해응은 복선화음의 이치를 한 순간도 적용되지 않는 법이 없고, 하나의 행실도 

빠뜨리거나 놓치는 법이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무결한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드러

나지 않은 행실이라 해도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밝혀져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믿었는데, ｢사론 상｣ 79번째 글인 〈丙吉〉에 그러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丙吉〉의 전반부이다.

 丙吉이 獄吏로서 使者 郭穰을 막은 것은 아마 하늘의 뜻일 것이다. 宣帝가 장차 中興

의 군주가 될 것이었으니, 어찌 감옥에서 갑자기 죽게 하겠는가? 그러나 병길이 한번 저

항하여 마침내 천하 모든 郡邸의 수감자들을 사면시켰던 것도 은혜를 미침이 크지 않은

가? 또 선제를 구해준 공도 잊혀질 수 없는데, 하물며 옛 은혜를 생색내지 않는 것과 같

은 더욱 어려운 일을 한 경우이겠는가? 그러나 무릇 은혜가 있는 자는 반드시 보답 받

고,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 병길이 스스로 생색내지 않았더라도 어찌 

그 은혜가 끝내 잊혀지겠는가? 이것은 하늘의 이치[天理]이다.140)

丙吉은 西漢의 일개 獄吏였으나 후에 재상까지 지낸 인물로, 巫蠱의 옥사 때 활

약하여 훗날 宣帝가 될 劉詢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관련 일화를 간략하

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武帝의 태자 劉據가 무고의 화에 걸려 억울하게 죽었을 

때, 태자의 일족이 모두 주살되었으나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 病已(劉詢의 본명)

만은 郡邸獄에 수감되었다. 이때 옥리로 있던 병길은 병이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주

었는데, 얼마 뒤에 天機를 볼 줄 아는 사람이 長安의 감옥 안에 천자의 기운이 있

다고 하자, 무제는 使者 郭穰을 파견하여 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였다. 

이에 병길은 무고한 병이를 죽일 수 없다 하여 문을 닫아 걸고 저항하였는데, 무제

는 이에 대해 하늘의 뜻이라면서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이후 병이는 할머니인 

史氏에게 보내져 민간에서 자라다가 제위에 올라 선제가 되었으나, 병길은 자신의 

사사로운 은공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제는 병길이 자신의 은인인 

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이에 감동하여 博陽侯에 봉하고 이후 승상으로 삼았

다.141)

성해응은 병길이 곽양을 막았던 것에 대해 “아마 하늘의 뜻일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이 선제를 장차 중흥의 군주로 삼으려 했으므로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

았을 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길은 하늘의 뜻에 따라 훗날의 군주를 보호하는 

선한 일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성해응이 생각하기에 병길의 선행은 이것뿐만이 아

140)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丙吉〉: “丙吉爲獄吏, 拒使者郭穰者, 殆天也. 宣
帝方爲中興之主, 豈溘死於獄中乎? 然吉一拒之力, 乃能赦天下郡邸獄係者, 爲恩顧不大耶? 
且板援宣帝之功, 不可沒也, 况其不伐舊恩尤難? 然凡有恩者必讎, 有德者必著, 吉雖不伐, 寧
遂沒乎? 此天理也.”

141) 漢書권74, 〈丙吉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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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무제의 사면령을 통해 천하의 수감자들이 풀려나게 하기도 했으며, 무엇보

다 자신이 베푼 그러한 은혜들을 전혀 생색내지 않았던 것이다. 성해응은 이러한 

은공들이 “잊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숨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

나 좋은 것으로 보답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성해응은 이처럼 “은혜가 있는 자는 반

드시 보답 받고,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이치는 확실하고 절대적이어서 병길과 같이 은밀히 베푼 선행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처럼 절대적인 복선화음의 법칙은 병길의 생애를 살피는 

기본적 시각이 되는 동시에, 병길의 생애를 통해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다.

성해응은 이와 같은 복선화음의 원리가 사람뿐 아니라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보았다. 하늘이 사람뿐 아니라 국가의 행태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화복을 내

려준다는 것이다. 가령 성해응은 金나라의 공격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宋나라가 훗

날 금나라를 멸망시키게 된 것에 대해 ‘하늘이 갚아준 것’이라고 말한다.

 宋 왕조가 靑城에서 당한 치욕은 百世가 모두 원수로 여기는 바인데, 宗澤·李綱과 

같이 충성스러운 자와 韓世忠·岳飛와 같은 호걸이 있었음에도 복수하지 못했던 것은 송

나라가 약해서일 뿐만 아니라 金나라에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금나라 末

帝가 청성에서 포로가 된 것은 하늘이 송나라를 위해 갚아준 것이니, 이때에 孟珙이 군

대를 거느리고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 저 금나라가 엿볼 수 있는 틈이 있다 하더라

도 재주가 완벽하고 지혜가 뛰어난 자가 아니라면 그 틈을 이용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인데, 맹공은 능히 기회를 살펴 진격해 취했으니 그 재주와 지혜가 참으로 대

단하다.142)

인용문은 ｢사론 하｣ 75번째 글인 〈孟珙〉의 全文이다. 맹공은 南宋의 장수로 몽

고군과 함께 靑城에서 금나라 末帝를 포로로 사로잡아 금나라를 멸망시켰고, 금나

라 멸망 후에는 몽고군을 공격하여 옛 땅을 수복하는 등 중원을 회복하는 일을 자

신의 소임으로 삼았던 인물이다.143) 성해응은 금나라의 멸망을 이뤄낸 그의 재주와 

지혜를 크게 칭찬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송나라를 위해 갚아주려 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이 때 ‘갚아줌’이란 “宋 왕조가 靑城에서 당한 치욕”에 대한 갚

아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나라가 쳐들어와 송나라의 두 황제 徽宗과 欽宗의 항복

을 받아낸 후 황후와 황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던 일의 치욕을 되갚아줬다는 말

이다. 다시 말해 성해응은 오랑캐인 금나라가 청성에서 저지른 악행의 代價로 훗날 

맹공에 의해 자신들도 똑같이 청성에서 멸망당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하늘이 송나라

142)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孟珙〉: “宋朝靑城之辱, 百世之所同讎也. 雖有宗
澤､李綱之忠欵, 韓世忠､岳飛之䧺桀, 不能復之者, 非徒宋之弱也, 乃金人之未有釁也. 乃金人
靑城之俘, 乃天所以報宋也. 于時孟珙爲之帥, 得復其讎. 夫彼雖有可乘之釁, 苟無材之全､智
之奇, 則不能乘其釁而失之者多矣. 珙能相機進取, 其材智誠偉矣.”

143) 宋史권412 ｢列傳｣107, 〈孟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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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禍淫’의 되갚음을 해준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성해응은 ‘복선화음’
이 사람이나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무엇에든지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복선화음의 천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을 

수도 없이 목격한다.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司馬遷의 〈伯夷列傳〉144)에서 “과연 이른바 天道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儻所謂天道, 是邪非邪?]”라는 물음으로 언표된 이

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되어 왔다. 따라서 성해응

도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복선화음의 이치에 강

한 신뢰를 가졌던 성해응은 그러한 의문에 어떻게 해답을 내렸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편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張巡이 睢陽을 지키는데 구원병이 이르지 않아 끝내 자신의 몸을 바쳐 죽었다. 그는 

국가가 평안할 때에는 윗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다가 난리를 당해서는 몸이 가루가 되도

록 부셔졌는데, 지질한 간신배들은 도리어 이와 반대로 (난리의 때에도) 안락하고 무사

하였으니, 天道의 보응이 혹 不均하여 복선화음의 이치를 잃어버려서 요원하여 뭐라 말

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忠臣과 義士의 마음은 오직 義가 있는 바를 아름다운 음식처럼 달게 여겨서, 

비록 불행히 재앙을 맞닥뜨리더라도 언제나 談笑하면서 그 속에 처하고, 구차하게 몸을 

보전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코 풀고 침 뱉는 것보다도 더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하늘도 그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하여 잔인하고 가혹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버려 

둘 뿐이니, 그래서 그의 이름이 후세에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장순과 같은 충신으로서

는 자기 뜻을 다하고서야 그만 둘 것이었으니, 다른 것은 어찌 말할 거리가 되겠는

가?145)

수 申包胥는 말하기를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의 뜻이 정해

지면 사람을 능히 이기는 법이다.”라고 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인력으로 어떻게 하

늘을 이긴단 말인가?

144) 사마천의 〈백이열전〉은 백이의 일에 주목하면서 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렬한 의
문을 제기하고 있기로 유명하다. “어떤 이는 땅을 가려서 밟고 말해야 될 때 말을 하며, 
샛길을 다니지 않으면서 공정한 일이 아니면 발분하지 않는데도 그만 재앙과 낭패를 당
하는 경우가 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나는 너무도 당혹스럽기만 하다. 과연 이른
바 천도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史記권61, 〈伯夷列傳〉: “或擇地而蹈之, 
時然後出言, 行不由徑, 非公正不發憤, 而遇禍災者, 不可勝數也. 余甚惑焉. 儻所謂天道, 是
邪非邪?”)

145)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張巡〉: “張巡守睢陽而無救, 卒以身殉. 彼當升平
時, 不見知於君上, 及値寇亂, 虀粉其身, 而宵小奸邪之類, 乃反, 安樂無事. 天道之報施, 疑
若不均, 失福善禍淫之理, 悠遠未易言. 然忠臣義士之心, 惟義之所在, 甘之如粱肉, 雖不幸迫
於禍殃, 輒談笑而處之, 其視苟全而無耻者, 不啻若涕唾. 是故, 天亦遂其志, 雖殘忍酷烈, 任
之而已, 所以其名益彰著于後世. 如巡之忠, 盡其志而止, 他何足道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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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흉악하여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를 살펴보건대 왕왕 뜻한 대로 되니, 仁을 

해치고 義를 어그러뜨리면 사람이 살기를 도모할 수가 없거늘 하늘은 마치 그들의 포악

함을 내버려두어 만물을 仁愛하는 이치와 다르게 하는 듯하다. 그러나 天道 또한 氣數의 

변화가 있으니, 가령 治亂과 盛衰가 번갈아 발생함에 흉악하여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도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포악함을 날로 키

워가므로 손쉽게 꺾이지는 않지만, 호랑이와 표범이 때리고 깨물면서 뒤엉켜 싸우다가 

힘이 빠져 그만두는 것과 같을 뿐이니, 하늘이 어찌 그들을 두려워하여 誅罰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다만 악함이 극에 달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려는 것이니, 사람의 힘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찌 천도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만약 흉악하여 난을 일으키기 좋아했으면서도 하늘의 주벌을 막은 자를 가리켜 ‘하늘

을 이겼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무릇 악한 자가 반드시 망하고 포악한 자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은 천도가 본래 그러한 것이니, 하늘의 뜻이 어찌 정해진 때와 정해지지 않

은 때가 있겠는가? 신포서가 말한 것은 천도가 아니라 氣數의 변화를 가리킨 것일 뿐이

다.146)

는 ｢사론 하｣ 56번째 글인 〈張巡〉의 전문이다. 張巡은 唐나라의 관리로, 安祿

山의 난 때에 睢陽에서 태수 許遠과 함께 싸우다가 포위되었는데, 항복하지 않고 

구원병을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어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장순 당

시에는 그가 食人한 사실과 군사전략이 실패한 사실로 인해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있기도 했으나, 李翰이 〈張巡傳〉을 써서 그를 변호하고, 그 뒤 韓愈가 〈張巡傳〉을 

보완하여 〈張中丞傳後敍〉를 쓰면서부터 충신의 이미지가 확립되었다. 한유는 〈張中

丞傳後敍〉에서 장순의 식인행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과 그의 睢陽 사수

가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구원병을 요청하는 장순 측의 절

박함을 무시한 채 태평하게 연회를 즐겼던 주변 지역 장수들의 의리 없음을 부각했

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쓰인 新唐書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성해응의 평

가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147)

그런데 성해응이 장순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가 충절을 다하여 싸웠다

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와 같은 충신은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셔졌는데” 간사한 

무리들은 도리어 “안락하고 무사”했다는 사실이다. 성해응은 이에 대해 우선 “天道

의 보응이 혹 不均하여 복선화음의 이치를 잃어버려서 요원하여 뭐라 말하기가 쉽

146)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申包胥〉: “申包胥之言曰: ‘人衆者勝天, 天定其能
勝人.’ 殊不然也. 人力何以勝天也? 彼見肆凶怙亂之類, 往往得其志願, 賊仁而悖義, 人不得
聊其生, 而天若任其暴, 與仁愛萬物之道異也. 然天道亦有氣數之變, 如治亂盛衰, 遞代于前, 
而肆凶怙亂者, 介于其間. 若是者必鍾暴而稔惡, 故未嘗脆軟易折, 如虎豹搏嚙狼籍, 盡其力而
止耳. 天豈畏彼而不行誅罰哉? 特因其惡極而斃之. 人力雖衆, 安能敵天道哉? 苟指其肆凶怙
亂之迹而稽天誅者, 謂之勝天者, 非也. 夫惡必亡而暴必滅, 天道固如是矣. 天安有定與不定時
也? 申包胥之所謂者, 非天道也, 卽指氣數之變耳.”

147) 韓愈의 〈張中丞傳後敍〉 저술 배경과 세부 내용, 그리고 新唐書에 수용된 양상에 대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고광민, ｢韓愈 〈張中丞傳後敍〉의 후대 수용 연구―舊唐書와 
新唐書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02, 중국어문학연구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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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듯하다.”고 말한다. 때때로 복선화음이 균등하게 행해지지 않는 것 같아 이

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해응은 이러한 ‘不
均’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해응은 ‘하늘이 충의지사들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고난을 당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해응은 충의지사들이 “오직 義가 있는 바

를 아름다운 음식처럼 달게” 여기고 “구차하게 몸을 보전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

이 없는 자를 코 풀고 침 뱉는 것보다도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로서, 어떤 고난에 

처하더라도 “담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뜻’인 것

이다. 그리고 하늘은 이들의 확고하고 훌륭한 뜻을 알고 “이루어주고자” 한다. 따라

서 하늘이 그들에게 “잔인하고 가혹한 일”을 일부러 내려주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는 그저 “내버려 둘 뿐”이다. 그래야 ‘오직 의를 위해서라면 목

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들의 숭고한 뜻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행은 결국 죽음이라는 불행으로 끝나고 만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해응은 “그의 이름이 후세에 더욱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보응

이라고 보았다. 당장 그의 인생만 보면 불행하게 끝난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오

히려 불행한 결말을 맞이함으로써 후세에 더욱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는 하나

의 큰 복이라는 것이다. 즉 그들의 선행은 결국 ‘후세의 칭송’이라는 복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었으며, 복선화음의 이치가 여전히 균등하게 작동한 것이었다. 

성해응은 이처럼 선하거나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은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고 

여김으로써 복선화음의 가변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했다. 다시 말해 복선화음의 ‘일
시적’ 불균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합당한 보

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절대성을 유지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수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申包胥는 춘추 시대 楚나라의 

대부로, 楚平王의 시신을 매질하여 복수한 벗 伍子胥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사람

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역시 사람을 능히 

이기는 법이다.[人衆者勝天, 天定亦能破人.]”라고 질책한 바 있다.148) 성해응은 신

포서의 이 말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다.

성해응은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도 화를 당하지 않아서 마치 천도가 행해지

지 않는 듯한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은 천도에 “氣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발생

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하늘은 결코 복선화음의 이치를 저버린 적이 없다고 말

한다. 그리고는 하늘이 악인들의 행운을 내버려두는 이유는 그들의 악함이 극에 달

함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에서 하늘이 선

인들의 불행을 내버려두는 이유를 ‘그들의 뜻을 이루어주어 후세에 칭송을 받게 하

148) 史記권66 ｢伍子胥列傳｣. 성해응은 신포서의 말을 인용해오면서 “天定亦能破人”을 
“天定其能勝人”으로 살짝 바꿨으나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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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논리구조이다. 복선화음의 일시적 불균현상은 하

늘이 훗날의 더 큰 보응을 위해 잠시 허용하는 것일 뿐, 그 법칙성에는 결코 변화

가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와 같이 張巡의 일화를 통해 천도의 불균함을 인지하는 것이 

司馬光의 資治通鑑 서술 속에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사마광은 안록산의 난을 기

록한 뒤 “臣光曰”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저 顏杲卿·張巡 같은 무리는 세상이 다스려질 땐 외지에 배척되어 낮은 벼슬에 억눌

려 있다가, 세상이 혼란할 땐 외딴 성에 버려져 외적의 손에 가루가 되도록 부셔졌다. 

어찌하여 선한 자를 위해서는 불행하게 하고 악한 자를 위해서는 행복하게 하며, 조정에

서 忠義之士를 박하게 대하고 간신배들을 후하게 보호해준단 말인가?149)

짧은 문장이지만 천도의 불균함에 대한 사마광의 불만이 가득 느껴진다. 어째서 

장순 같이 훌륭한 자들은 불행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은 행운을 누리느냐는 것이다. 

성해응은 사마광의 해당 언술을 접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사마광처럼 장순

과 관련해 천도의 불균함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루가 되도록 부셔졌다

[齏粉]”는 등의 표현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성해

응은 사마광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 복선화음의 법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자 〈張巡〉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장순의 불행은 일시적일 뿐 큰 

관점에서 보면 복으로써 보응 받은 것임을 밝힘으로써 복선화음의 절대성을 증명하

고자 한 것이다. 이는 성해응에게 복선화음의 이치가 얼마나 확고한 진리로 여겨졌

는지 다시 한 번 증명하는 대목이다.

2) 운명 앞의 태도

성해응은 하늘이 일정한 원리와 법칙으로 운행해가는 것을 인간이 결코 바꾸거

나 대항할 수 없다고 여겼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찌 천도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150)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하늘에 의해 정해지는 운명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성해응은 일의 성패나 사람의 생사를 

비롯해 갖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있는 운명으로 보고, 인

간이 알려 해도 알 수 없으며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음

은 ｢사론 상｣ 48번째 글인 〈裨竈〉의 全文이다.

149) 資治通鑑권220 ｢唐紀｣36: “臣光曰: ‘…(前略)… 彼顏杲卿､張巡之徒, 世治則擯斥外
方, 沉抑下僚, 世亂則委棄孤城, 齏粉寇手. 何爲善者之不幸而爲惡者之幸, 朝廷待忠義之薄而
保奸邪之厚邪? …(後略)…’”

150)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申包胥〉: “人力雖衆, 安能敵天道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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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裨竈가 子産에게 말하기를 “宋나라, 衛나라, 陳나라, 鄭나라에 같은 날 화재가 날 것

인데, 만약 내가 옥으로 만든 술잔과 술그릇을 갖추어 재를 올리면 정나라에는 불이 나

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윽고 정나라 및 세 나라에 모두 불이 났다. 그러자 비조가 

말하기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정나라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고 하니, 정

나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子産은 “裨竈가 어찌 天道를 알겠는가? 

그는 말 많은 사람이니 어찌 간혹 맞는 말이 없겠는가?” 하고는 끝내 내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鄭나라에는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비조는 정말 이런 말을 했단 말인가? 대개 유행하는 재앙은 天道가 바뀌어서 그러는 

것이니, 祈禳祭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제사를 지내서 그친다면 때

마침 시기가 잘 맞은 것뿐이니 자산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다. 처음에 제사를 지내지 않

은 것은 제사가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이고, 두 번째에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제사가 재앙의 그침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서이다. 저 천도를 얘기하는 자들은 본

래 말이 많기 때문에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聖人이 아니라면 천도의 변화를 다 알 수 

있겠는가? 자산은 참으로 이치에 밝았다.151)

裨竈는 춘추 시대 鄭나라의 대부로, 天文과 占候의 술법에 능하였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그가 정나라의 화재를 예언하면서 당시 정나라의 재상이었던 子産에게 

옥 술잔과 술그릇을 가지고 제사지낼 것을 청했으나 자산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는 일화가 좌전에 전한다.152) 성해응은 첫 단락에서 우선 이 좌전의 일화를 요

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 비조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정나라에 정말 화재

가 났지만, 두 번째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성해응은 비조와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평을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비

조의 말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자산이 이치에 밝았다

고 칭찬하는 입장이다. 성해응은 비조의 말이 크게 두 가지에서 잘못되었다고 여겼

다. 하나는 천도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여긴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변화를 인

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성해응이 생각하기에 천도를 들먹이며 

예언을 하는 자들이 간혹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기도 하는 것은, 말을 워낙 많이 하

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우연히 들어맞는 것일 뿐이었다. “저 천도를 얘기하는 자

들은 본래 말이 많기 때문에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聖人이 아니라면 천도의 변화

를 다 알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그러한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성인이 아니

151)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裨竈〉: “裨竈言于子産曰: ‘宋､衛､陳､鄭, 將同日
火, 若我用瓘斝玉瓚, 鄭必不火.’ 旣而鄭與三國皆火. 裨竈曰: ‘不用吾言, 鄭又將火.’ 鄭人請
用之. 子産曰: ‘竈焉知天道? 是亦多言, 豈不或信?’ 遂不與, 亦不復火. 裨竈之言, 果有是乎? 
盖流行之灾, 天道之變也, 雖禳而可止乎? 其禳而止者, 適其會也. 子産知是而已. 始之不禳
者, 知禳不足以避其灾也, 後之不禳者, 知禳無與於息其灾也. 彼談天道者固多言, 故有時而
中. 非聖人, 而能盡天道之變乎? 子産誠明於理矣.”

152) 春秋左氏傳 ｢昭公17年｣､｢昭公1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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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야 천도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해응은 아무리 

귀한 보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천도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여겼

다. “대개 유행하는 재앙은 천도가 바뀌어서 그러는 것이니, 祈禳祭를 지낸다 하더

라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천도의 변화로 일

어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의 발로이다. 자산은 이러한 이치를 모두 알고 있

었기에 비조의 예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반면, 비조는 알지 못하여 어리석

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절대성에 대한 언급

은 ｢사론｣ 속에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대저 액운은 본래 피할 수 없고 국가가 침몰하는 형세는 갑자기 막을 수가 없으니, 사

람이 하는 일이 어찌 용납되겠는가?153)

인용문은 성해응이 ｢사론 하｣ 29번째 글인 〈祖逖〉에서 東晉 초기의 혼란상을 살

펴본 후 결론부에 한 말이다. 당시 동진은 장수 조적 등의 활약으로 중원을 수복하

는 듯했으나 조정의 내분으로 결국 조적을 울분 끝에 사망하게 하였고, 이후 王敦

의 반란으로 혼란을 겪었다.154) 성해응은 조적에 대해 이런저런 논의를 하며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왕돈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하지만, 결국엔 인용

문에서처럼 닥쳐오는 불행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한

다. 운수에 따라 되어지는 일들에는 사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해응은 이처럼 운명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도, 무기력한 결정론으로 나

아가지 않고 의연한 도덕 실천의 강조로 나아갔다. 다시 말해, ‘어차피 운명은 정해

져 있으니 인간의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쪽으로 빠지지 않고, ‘어차피 운명은 하늘

이 주관하는 것이니 인간은 의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따름이다’라는 쪽으로 나아갔

던 것이다. 즉 하늘의 일은 하늘에 전적으로 맡겨두고, 인간은 그저 처한 상황과 직

분에 따라 도리에 맞는 일을 할 뿐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

해응은 천도를 존중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던 인물들을 매우 긍정적

으로 평가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東晉 중기의 재상이었던 謝安이다.

 謝安은 생각하기를 “晉나라 왕실이 보존되려 할진댄 桓溫이 마땅히 죽을 것이요, 진

나라 왕실이 망하려 할진댄 환온이 마땅히 죽지 않을 것이니, 보존되고 망함은 하늘에 

맡긴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차분하고 여유로운 얼굴빛은 평소에 마음이 안정된 바

가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王坦之 같은 경우에는 앎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153)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祖逖〉: “殆百六之運, 固不可逃, 而陸沈之勢, 不
可遽止, 此豈容人事哉?”

154) 晉書권62 ｢列傳｣32, 〈祖逖〉



- 69 -

笏을 거꾸로 들 정도로 두려워했던 것이다. 符堅이 침입했을 때는 그 위세가 얼마나 대

단했을 것인데 다만 자기 집안의 어린 조카를 보내 막게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 역시 그러한 뜻에서 나왔던 것이다.155)

인용문은 ｢사론 하｣ 36번째 글인 〈謝安〉의 일부이다. 사안은 오랫동안 은둔생활

을 하면서 풍류를 즐기다가 중년에 비로소 중앙정계에 투신한 인물인데, 제위를 찬

탈하려는 桓溫을 저지하고, 환온이 죽은 뒤에 재상이 되어서는 前秦 苻堅의 군대를 

막아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환온이 방해세력을 제거하고자 사안과 王坦之를 불

렀을 때, 왕탄지는 몹시 두려워 떨었지만 사안은 차분한 모습으로 동요함이 없었고, 

부견이 침입해 왔을 때도 자신의 조카 謝玄을 파견한 뒤 태연하게 바둑을 두었다고 

한다.156)

성해응은 사안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까닭을 다름 아닌 ‘보존되고 망함을 

하늘에 맡겼다’는 데서 찾는다. 진나라 왕실의 존망이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결정을 존중했으므로, 사안 자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신하된 의리

에 따라 역적 환온에 저항하고 외적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도

를 존중하고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로 인해 사안의 마음에는 늘 “안정된 바”가 있어 

“차분하고 여유로운 얼굴빛”을 가졌고, 반면 왕탄지는 “笏을 거꾸로 들 정도로 두

려워했던 것”이다. 운명은 하늘에 맡겨두고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이라는 생각은 

이외에도 ｢사론｣ 곳곳에서 발견된다.

㉠ 司馬溫公은 魏公의 다음과 같은 말에 탄복하였다. “무릇 신하 된 자는 온 힘을 다해 

임금을 섬겨 生死를 생각지 않고 나아가 다만 일의 是非가 어떠한가를 살필 뿐이다. 일

의 成敗는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니, 어찌 성공하지 못할 것을 미리 우려하여 끝내 그만

두고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는 참으로 大臣의 말이다.157)

㉡ 運이 흥하고 쇠함에 그 때를 당한 자는 오직 자기의 分을 다할 뿐이요 다른 道는 없

다.158)

㉠의 魏公은 北宋의 재상 韓琦를 가리키는데, 성해응은 그가 한 말에 대해 “참으

로 대신의 말이다”라며 찬탄한다. 한기는 생사를 생각지 않고 오직 일의 시비를 살

155)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謝安〉: “盖安以爲: ‘晉室之存耶, 溫當斃, 晉室之
亡耶, 溫當不斃. 存亡付之天.’ 是故觀其雍容暇豫, 由有素所定也. 如王坦之, 識未及此, 故至
於倒執手板耳. 至苻堅之入冦, 其勢何如, 只遣門內紈袴少年, 禦之而不懾者, 亦此意耳.”

156) 晉書권79 ｢列傳｣49, 〈謝安〉
157)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韓琦〉: “司馬溫公服魏公之言, 有曰: ‘凡爲臣者, 

盡力以事君, 死生以之, 顧事之是非何如耳. 至於成敗天也, 豈可預憂其不成, 遂輟不爲?’ 此
誠大臣之言也.”

158)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文天祥〉: “運有興替, 當其時者, 唯盡吾分而已, 
無他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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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임금을 섬기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했다.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는 것

이니” 그것은 하늘에 맡겨두고 그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는 성해응이 요구한 운명 앞의 태도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칭찬한 것이다. ㉡ 역시 運의 흥쇠 속에 인간은 오직 자기 직분에 합당한 

도리를 다할 뿐 다른 길은 없다고 했다. 이는 한기의 말과 표현만 다를 뿐 요지는 

같은 것이다. 요컨대 성해응은 운명 앞에 의연한 태도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차피 운

명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인간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든 하지 않든 하늘에 

의해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굳이 애써 도리를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해

응이 이러한 의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내린 바는 없지만, 다음 글을 통해 그가 이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蔡邕의 재주와 학문은 東漢에서 대적할 자가 없었고 품행과 道誼도 남들보다 뛰어났

다. 그러나 그가 조정에서 글을 올려 임금에게 총애 받는 관리들을 지적했다가 宦侍 무

리에게 모함을 당했고, 참소를 근심하고 시기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바닷가로 망명해 멀

리 吳會 지역으로 피하였으니, 小人들에게 고난당한 적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어찌하여 

몸을 거두어 숨지 않고 董卓에게 기용되었는가?

  저 채옹은 동탁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아 병을 핑계 대며 나아가지 않다가 끝내 그 뜻

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동탁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결국 벼슬에 나가고 말았다. 伯喈(채

옹의 字)가 배운 것이 몇 년인데 유독 命이 하늘에 달려 있어서 동탁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만은 몰랐단 말인가? 무릇 忠烈하여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만 命이 

다해서일 뿐이고, 악인을 거스르는 자라고 반드시 다 죽는 것은 아니니, 만약 이로써 마

음을 안정시켰다면 禍福이 이를 것을 모두 알았을 것이거늘, 안타깝다. 伯喈가 동탁의 

부름에 응답한 것은 참으로 배움이 밝지 못했기 때문이다.159)

인용문은 ｢사론 하｣ 11번째 글인 〈蔡邕〉의 全文이다. 채옹은 東漢의 신하로서, 

임금의 총애를 믿고 국가를 해치는 이들을 쫓아낼 것을 상주했다가 그들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었고, 대사령이 내린 뒤에도 귀향하지 않고서 會稽 일대에 10여 년을 

머물렀다. 이후 정권을 잡은 董卓이 채옹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

키기 위해 그를 불렀으나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다가, 일족을 몰살할 수 있다는 협

159)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蔡邕〉: “蔡邕材學, 東京無所敵, 又其行誼過人. 
其在朝封事, 指陳貴倖, 爲宦侍輩所搆陷, 憂讒畏忌, 亡命江海, 遠跡吳會, 其覯閔於小人者多
矣. 何不斂晦自藏, 爲董卓所起乎? 彼知卓爲惡人, 而稱疾不就, 卒不能堅守此志, 而怵於卓
怒, 乃至濡跡. 伯喈學之幾年, 獨不知其命在于天, 而卓亦無如何乎? 凡忠烈之不能自全者, 亦
命卒故也, 忤惡人者, 未必皆死. 苟以此定于心, 禍福之至, 皆可了矣. 惜乎. 伯喈之應卓所徵
者, 亦學不明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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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받고 마지못해 부름에 응하여 높은 벼슬에 기용되었다.160)

성해응은 “蔡邕의 재주와 학문은 東漢에서 대적할 자가 없었고 품행과 道誼도 

남들보다 뛰어났다”면서도, 그가 동탁에게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결국 그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성해응은 특히 채옹이 “동탁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벼슬에 나갔다는 것에 주목하며 “命이 하늘에 달려 있어서 동탁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만은 몰랐단 말인가?” 하고 따져 묻는다. 자신의 운명이 동탁에게 달려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로써 마음을 안정시켰더라면 

“禍福이 이를 것을 모두 알”아 두려움에 굴복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

해서 국가와 황제를 위협하는 악인을 섬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운명이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도리를 저버렸음을 비판한 것

이므로, 앞선 논의들과 논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해

응이 “禍福”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해응은 만일 채옹이 운명 앞에 초연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화복이 어떻게 이를지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눈

앞의 운명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절대진리인 복선화음의 이치를 떠올려 ‘善’에 해

당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다. 당장의 운명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한 길을 택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

다. 이처럼 성해응은 하늘이 내 행동에 반드시 합당하게 보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써 당장의 운명 앞에 의연한 도덕실천을 추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성해응이 운

명의 절대성을 인식하면서도 의연한 도덕실천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복선화음의 법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렇듯 복선화음의 법칙에 입각해 역사인물이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살피

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부터 발견되는 것으로, 성해응만의 독특한 면

모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봤듯 성해응은 단순히 인물이 어떤 보

응을 받았는지 언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그 후손의 삶을 통해 복선

화음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성해응이 인

간 행위의 ‘보응’에 대해 매우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성해응은 

기본적으로 ‘천에 의해 운행되는 거대한 세계 속의 인간’이라는 존재론적 인식 하에 

인간이 ‘천’이라 불리는 ‘세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

던 것이다.

성해응이 이렇듯 운명에 주목하게 된 데는 아버지 성대중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성대중의 靑城雜記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보응론적 시각을 

가지고 분석한 글이 많아 눈에 띠는데,161) 대표적인 경우가 ｢揣言｣에 수록되어 있

160) 後漢書권60 ｢列傳｣50, 〈蔡邕傳〉
161) 성대중의 인과보응론적 천 인식에 대해서는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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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秦楚報復〉이다.

  보복의 이치를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楚나라 靈王이 蔡侯를 유인하여 사로잡

아 붉은 끈으로 목을 매어 軍中에 조리돌린 뒤에 죽였는데, 채후는 진실로 죄가 있었다. 

그러나 영왕도 어찌 죄가 없겠는가? 세자가 무슨 죄가 있기에 양과 돼지처럼 잡아 제사

에 희생으로 썼단 말인가? 심하구나, 영왕의 포학함이여. 乾谿의 난리 때 후회했으나 무

슨 소용이 있겠는가? 영왕이 죽은 뒤에도 채나라의 원한은 끝내 풀리지 않았으니, 懷王

이 秦나라에 구금된 것은 이것의 응보였던가 보다. 채나라가 보복할 수 없어서 진나라가 

대신 보복한 것이다. …(중략)… 천도가 어찌 어김없이 순환하며 보응하는 것이 아니겠

는가? 漢 高祖는 項羽를 잡은 뒤에 魯王의 예로 장사 지내 주고 슬프게 곡하였으며 그 

친척들을 용서해서 봉토를 나누어 주었으니, 한나라가 오래도록 나라를 누린 것이 당연

하지 않은가? …(중략)… 宋나라는 어린 임금에게서 나라를 얻었고 어린 임금 때에 나라

를 잃었으며, 송나라가 망한 곳도 靑城이었고 金나라가 망한 곳도 청성이었다. …(후략)

….162)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도의 보응’에 입각해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

하고 있다. 초나라 靈王이 蔡侯를 유인하여 죽인 뒤 채나라 세자를 잡아 희생으로 
썼는데, 결국 乾谿의 난리 때 동생들의 반란을 당해 “내가 남의 자식을 많이 죽였

으니 이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余殺人子多矣, 能無及此乎?]” 하고는 목

매어 자결한 것이나,163) 한 고조가 항우를 잡은 뒤에 그를 정성스레 예우하여 그에 
대한 보응으로 한나라가 오래도록 나라를 누린 것, 금나라가 송나라를 靑城에서 멸

망시키고 후에 그 자신도 청성에서 멸망당한 것 등이 모두 천도가 어김없이 보응함
의 증거라는 것이다.164) 성대중은 “천지 사이에 가득 찬 것은 感應과 報復의 이치

이다.”165)라면서 하늘의 보응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천명한 바 있는데, 역사를 바라

볼 때도 그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적용하였으며, 이는 성해응에게도 비슷하게 발견

되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는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분

석·평가하는 성해응의 특징은 그의 아버지 성대중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서, 성해

그룹 지식인들의 天인식｣, 대동문화연구 90, 대동문화연구원, 2015, pp.439~452 참
조.

162) 靑城雜記권1 ｢揣言｣, 〈秦楚報復〉: “報復之理, 可不畏哉? 楚靈王誘執蔡侯, 係其頸以
朱組, 徇諸軍而戮之, 蔡侯固有罪也. 然靈王亦豈無瑕者耶? 且世子何罪, 而用之以祭, 屠刲若
羊豕然. 甚矣, 靈王之虐也. 乾谿之難, 悔之, 何益? 靈王雖斃, 蔡之怨終未解也. 懷王之拘於
秦, 其是之報與. 蔡不能報, 秦代之報也. …(中略)… 天道豈不誠好還哉? 漢高旣獲項羽, 葬
之以禮, 臨哭之哀, 釋其親屬而封之, 漢之久享, 不亦宜乎? …(中略)… 宋得國於幼主, 亦失
國於幼主, 宋之亡也, 以靑城, 金之亡也, 亦以靑城. …(後略)….”

163) 春秋左氏傳 ｢昭公13年｣
164) 성대중의 〈秦楚報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손혜리, ｢靑城 成大中의 史論 散文 

硏究―靑城雜記 ｢揣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0, 대동문화연구원, 2012, pp. 
391~393 참조.

165) 靑城雜記권2 ｢質言｣: “盈天地之間者, 感應報復之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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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인물평가의 가장 독특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166)

이상 본 장의 논의를 통해 살펴봤듯이, ｢사론｣에는 의리명분, 공익실현, 운명이라

는 이질적인 성격의 평가준거가 때때로 길항하거나 갈등하거나 결합하면서 다양한 

인물평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의리명분과 공익실현의 준거는 의리와 실리라

는 다소 배치되는 성격으로 인해 종종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한쪽이 일

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보다는 때에 따라 위계가 달라지면서 다소 비일관적인 병

존성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운명은 초월적 영역이면서도 복선화음의 이치에 따라 

인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리명분과 공익실현 모두 ‘선’의 영

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명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이질적 가치

기준과 그 상관관계는 각 편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적용되면서 성해응 ｢사론｣의 특

징적인 면모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66) 성대중과 성해응의 차이가 있다면, 성대중은 하늘의 보응이 華와 夷의 구분 없이 ‘누
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평등적 관점으로까지 나아간 반면 성해응은 그렇지 못하
다는 점이다. 성대중은 송나라와 명나라가 결국 오랑캐에게 복속되고 만 것이 스스로 보
복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았다. 하늘의 입장에서는 華와 夷가 똑같이 때문에 華가 夷에게 
가혹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禍로 보응을 한다는 것이다.(박희병, 앞의 책, 
2013, pp.265~272.) 이는 성해응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사유로, 성해응은 가령 금나라
가 송나라를 靑城에서 멸망시키고 후에 그 자신도 청성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夷가 華를 
괴롭혀 하늘에 응징당하는 경우만 말할 뿐(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下｣, 〈孟珙〉: 
“宋朝靑城之辱, 百世之所同讎也. … 乃金人靑城之俘, 乃天所以報宋也.) 반대의 경우에 대
해서는 말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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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史論｣의 의의와 한계

제 1 절 ‘實’ 지향적 역사논의

｢사론｣은 그 내용적·형식적·목적적 측면에서 모두 ‘實’ 지향적인 모습을 보인

다. 이 중 내용적 측면에서의 실리 지향은 제3장 제2절의 논의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인물을 평가할 때 의리명분과 같은 도덕적 가치 못지않게 재주와 공적, 국

가안정에의 기여와 같은 실리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기존의 도덕주의적 역사평가

와는 다른 실질주의적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예컨대 성해응은 張居正과 李德

裕를 평가하면서 그들의 도덕적 결함보다는 능력적 성과에 주목하여 전체적으로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167) 狄仁傑을 평가하면서는 그가 명절을 지키지 않고 武則

天을 섬긴 것보다, 결과적으로 당나라 왕실을 회복하는 실리적 결과를 가져왔음을 

중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16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2

절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거듭 설명하지는 않겠다.

｢사론｣의 實 지향성은 그 내용뿐 아니라 ‘글쓰기 방식’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론｣은 대체로 

간명한 글쓰기를 구사한다. 짧은 편폭 안에 자신의 논의를 압축적이면서도 분명하

게 담아내는 것이다. 이는 ｢사론｣이 무엇보다도 ‘쉽고 명확한 의미전달’이라는 글쓰

기의 ‘실용적 기능’에 집중했음을 의미한다. 성해응은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화려한 수식이나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는 대신 간단하고도 효율적인 문장작법

을 활용했는데, 특히 ①대구법, ②반어적 의문문, ③요약적 인용 등을 활용하여 간

명한 글쓰기를 이룩한 것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예문을 통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子産이 임종 때에 말하기를, “오직 덕이 있는 자만이 능히 寬[관대함]으로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猛[엄격함]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무릇 寬의 효과

는 느리게 나타나고 猛의 효과는 빨리 나타나는 법이니, 느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寬을 취하지 않고, 빠르기 때문에 오래가는 도를 바라는 자는 猛을 좇지 

않는다. 대개 효과가 느리게 발현되는 것은 그 흐름이 멀리가고, 효과가 빠르게 발현되

는 것은 그 미침이 짧으니, 寬은 느린 효과를 추구하여 平民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猛은 

빠른 효과를 추구하여 亂民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때에 鄭나라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167) 본고 제3장 제2절 1)재주와 공덕의 인용문 ·.
168) 본고 제3장 제2절 2)국가안정에의 기여의 인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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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빠른 효과를 보고자 하여 猛을 숭상하고 寬은 숭상하지 않았으나, 그 猛은 장차 

寬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산은 은혜롭다고 일컬어졌으니 어찌 다만 猛하기만 했

겠는가?169)

은 ｢사론 상｣ 49번째 글 〈子産〉의 후반부인데, ①대구법을 활용한 간명한 글

쓰기가 눈에 띈다. 여기서 성해응은 ‘관대함[寬]’과 ‘엄격함[猛]’이라는 상반된 핵심

어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요지는 ‘관대함의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는 대신 

오래 가므로 평민을 다스리는 데 적합하고, 엄격함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는 대신 

짧게 끝나므로 난민을 다스리는 데 적합하다’는 것인데, 상반된 다스림의 방법에 관

해 대구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각각의 문장이 어

떻게 대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원문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Ⅰ-1. 夫寬之效緩,

Ⅰ-2.   猛之効速.

Ⅱ-1. 緩故慕近利者不取焉,

Ⅱ-2. 速故欲久道者不趨焉.

Ⅲ-1. 盖効發之緩者, 其流也遠,

Ⅲ-2.   効發之速者, 其及也短.

Ⅳ-1. 寬者, 求諸緩而所以治平民也,

Ⅳ-2. 猛者, 求諸速而所以治亂民也.

성해응은 관대함과 엄격함이라는 두 가지 다스림의 방법에 대해 서술하면서 위

와 같이 총 네 가지의 대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였는데, ‘寬―猛’·‘緩―速’과 같이 

동일한 층위의 상반된 개념을 짝이 되도록 배치하여 논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

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대구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면서 각 대구 간의 긴밀성

이 확보되는 동시에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寬―猛’→‘緩―速’→ 

‘近―久’→‘遠―短’→‘平―亂’ 순으로 논의가 진행되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대를 연

속적으로 배치하면서 대가 거듭될 때마다 짝이 되는 개념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논

지를 깔끔하고 명료하게 전개하는 영리한 작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반되

는 개념어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내용이 구조화되어 독자들에게 각인

되는 것이다. 본래 한문 산문에서 대구적 표현은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성해응

의 경우에는 그 대칭이 특히나 정밀하고 구조적인데, 이를 통해 성해응이 글의 효

율적인 의미전달을 위해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69)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子産〉: “及其臨歿之言曰: ‘唯有德者, 能以寬服
民, 其次莫如猛.’ 夫寬之效緩, 猛之効速. 緩故慕近利者不取焉, 速故欲久道者不趨焉. 盖効發
之緩者, 其流也遠, 効發之速者, 其及也短. 寬者, 求諸緩而所以治平民也, 猛者, 求諸速而所
以治亂民也. 是時鄭國亂, 故子産欲見速効, 尙猛而不尙寬, 然其猛將以濟其寬也. 子産以惠
稱, 豈徒猛乎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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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의 마지막 부분에는 ②반어적 의문문도 활용되고 있다. “자산은 

은혜롭다고 일컬어졌으니 어찌 다만 猛하기만 했겠는가?”라는 반문이 그것인데, 이

는 자산의 통치방식에 대한 성해응의 최종적 평가를 넌지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해응은 자산이 猛을 숭상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당시 정나라가 어지러웠

기 때문에 보다 합당한 통치방식을 택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寬을 지향하고 있었

다고 평가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구구절절 늘어놓기보다는 반어적 의문문을 활

용하여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해응은 이처럼 반어적 의문문을 통한 논지의 전개를 즐겨 활용했는데, 한 편의 

글 안에 반어적 의문문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자신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세워 가

기도 하였다. 다음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衛나라 成公이 衛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叔武 덕분이니, 叔武가 만일 踐

土에서의 맹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成公이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成公은 이미 晉

나라 文公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오랑캐인 楚나라에 

붙고자 하여 사람들의 마음까지 잃었다. 그리하여 망명을 나가게 됐을 적에 元喧으로 하

여금 叔武를 받들고 맹약하러 가게 하였으니, 叔武가 나랏일을 섭정한 것이 어찌 자기 

멋대로 그런 것이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叔武를 죽였는가? 비록 선봉대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는 하나, 成公이 그럴 줄을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成公이 진실로 

우애를 돈독히 하고 불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더라면, 어찌 약속된 기일보다 빨리 衛나라

로 들어갔겠는가? 당시에 叔武는 머리를 감으려다가 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감던 머리

를 움켜쥐고서 달려 나갔으니, 그 우애의 마음이 깊어 느껴지는 바가 있었을 것이거늘 

도리어 차마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衛나라의 政事에 부모형제 사이에 패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의아하니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어쩌면 紂王으로 인해 풍속이 

여전히 나쁜 쪽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인가?170)

는 ｢사론 상｣ 19번째 글인 〈叔武〉의 全文이다. 이 글에서 성해응은 수많은 반

어적 의문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형 成公의 부재로 인해 衛나라의 국정을 대

신 수행했던 叔武가 후에 成公의 先鋒인 歂犬에게 죽임 당한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의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성해응의 입장은 한마디로 ‘성공이 위나라로 돌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아우 숙무 덕분인데, 성공에게는 도리어 아우를 불신하는 마음

이 있어서 무고한 아우를 죽이는 패륜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으로, 숙무의 우애

와 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그것을 불신하고 패륜을 저지른 성공에 대해

170)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叔武〉: “衛成公之復國, 叔武之賢也. 叔武倘不受
踐土之盟, 則成公其能復國乎? 成公旣不禮於晉文而搆其隙, 又欲與蠻夷之楚而失其衆. 臨當
出奔也, 使元咺奉叔武以受盟, 則叔武之攝國事, 豈自擅者耶? 何爲而殺之也? 雖因前驅之射, 
而成公其可曰不知乎? 苟能篤於愛而無不信之志, 則何爲先期而入也? 方叔武將沐, 聞兄之至, 
捉髮走出, 其友愛之情, 藹然可感, 而乃忍殺之耶? 竊恠衛國之政, 於父子兄弟之間, 多斁敗倫
常者, 其故何也? 豈以紂之故, 俗尙有以漸染之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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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어적 의문문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성해응의 주장이 강한 어조로 표현되는 동시에 독자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

이다. 가령 “叔武가 만일 踐土에서의 맹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成公이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叔武가 나랏일을 섭정한 것이 어찌 자기 멋대로 그런 것이겠는

가?” 등의 의문문에서는 숙무에 대한 강한 옹호의 태도를, “成公이 진실로 우애를 

돈독히 하고 불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더라면, 어찌 약속된 기일보다 빨리 衛나라로 

들어갔겠는가?”, “당시에 叔武는 머리를 감으려다가 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감던 

머리를 움켜쥐고서 달려 나갔으니, 그 우애의 마음이 깊어 느껴지는 바가 있었을 

것이거늘 도리어 차마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등의 의문문에서는 성공에 대한 강

한 비판의 태도를 간취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질문하듯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설득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이처럼 반어적 의문문은 일반 평서

문보다 필자의 생각을 더욱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간명한 글

쓰기를 지향하는 성해응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성해응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반어적 의문문을 적극 활용했다면, 인물의 

‘서사’를 제시할 때는 ③요약적 인용을 통해 글의 간결성을 높였다. 제2장에서 언급

했듯 ｢사론｣은 箚記의 방식을 활용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서의 일부

를 인용함으로써 논지의 전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있는 그대로 인용

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글을 간결하게 만든 것이다. 

앞서 살핀 를 예로 들어보면, 글의 전반부에 “成公은 이미 晉나라 文公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오랑캐인 楚나라를 돕고자 하여 

사람들의 마음까지 잃었다. 그리하여 망명을 나가게 됐을 적에 元喧으로 하여금 叔

武를 받들고 맹약하러 가게 하였다.”는 부분은 좌전 ｢僖公 28년｣의 내용을 요약

하고 재배치하여 간결하게 서술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적 인용의 대상이 

된 좌전의 해당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8년 봄에 晉侯가 曹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衛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衛人이 허락하지 않자, 길을 돌아 衛나라의 남쪽에서 黃河를 건너 曹나라를 침공하고 아

울러 衛나라도 토벌하였다.171)

㉡ 晉侯가 齊侯와 斂盂에서 結盟하였다. 이때 衛侯가 결맹에 참여하기를 요청하였으나 

晉人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衛侯는 楚나라에 붙으려 하니 國人이 이를 원치 않았

다. 그러므로 그 임금을 축출하여 晉나라의 환심을 샀다. 衛侯는 국도를 나가 襄牛로 가

서 거주하였다.172)

171) 春秋左氏傳 ｢僖公28年｣: “二十八年春, 晉侯將伐曹, 假道于衛, 衛人弗許, 還, 自南河
濟, 侵曹伐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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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衛侯는 楚軍이 패전했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楚나라로 망명하였다가 드디어 陳나

라로 가서는 元喧으로 하여금 叔武를 받들고 맹약하러 가게 하였으니, 癸亥日에 王子虎

가 제후들과 王庭에서 맹약하였다.173)

성해응은 좌전의 ㉠ 부분, 즉 晉文公이 衛成公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하여 결국 진나라의 토벌을 받게 된 일을 인용하되 “晉나라 文公에게 예를 갖

추지 않아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진나라와 

위나라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핵심적 내용만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의 

내용, 즉 위성공이 진문공에게 결맹 요청을 거절당하여 초나라에 붙으려다가 백성

들의 반발을 사 국도 밖으로 축출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는 “오랑캐인 楚나라에 붙고

자 하여 사람들의 마음까지 잃었었다.”고 한다. 이 역시 세부적인 정보는 생략하고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인용한 것이다. 또 위성공이 숙무로 하여금 왕

정에서 맹약하게 한 경위를 내용으로 하는 ㉢을 인용하면서도 “망명을 나가게 됐을 

적에 元喧으로 하여금 叔武를 받들고 맹약하러 가게 하였다.”고 하여 사건의 핵심

만을 요약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인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장과 표현을 

바꾼 것은 아닌데, 역사서 원문의 표현을 적절히 가져와 서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역사서에 출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령 ‘초나라에 붙다[與

楚]’라는 표현이나 ‘元喧으로 하여금 叔武를 받들고 맹약하러 가게 하였다[使元咺奉

叔武以受盟]’는 서술은 좌전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성해

응은 주로 인물의 행적을 제시할 때 요약적 인용을 사용하는데, 논의 및 평가에 필

요한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서술하여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즉 인물의 행적을 최소한의 서사로 요약함으로써, 다음에 이어지는 논

변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한 것이다.

성해응은 이외에도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등 문

장 자체의 기발함이나 화려함보다는 간명한 글쓰기를 통한 ‘명확한 의미전달’에 집

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그가 ｢사론｣을 저술하는 데 있어 글쓰기의 

‘문예적’ 측면보다는 ‘실용적’ 측면에 집중하였음을 알게 한다. 수사가 화려하거나 

논리가 치밀한 글보다는, 알기 쉽고 명확한 글을 쓰고자 했던 것이다. 요컨대 ｢사론

｣의 實 지향성은, 예술적 미감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집중한 그 글쓰기 방식에도 일

정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172) 春秋左氏傳 ｢僖公28年｣: “晉侯､齊侯盟于斂盂, 衛侯請盟, 晉人弗許. 衛侯欲與楚, 國
人不欲, 故出其君, 以說于晉. 衛侯出居于襄牛.”

173) 春秋左氏傳 ｢僖公28年｣: “衛侯聞楚師敗, 懼, 出奔楚, 遂適陳, 使元咺奉叔武以受盟. 
癸亥, 王子虎盟諸侯于王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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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론｣의 實 지향성은 무엇보다도 ｢사론｣을 저술한 ‘목적’ 자체에 있다고 

생각된다. ｢사론｣의 저술 목적을 성해응이 직접 얘기한 바는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사에 관한 성해응의 생각과 기본적인 학문 및 저술태도를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다. 필자가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 성해응이 ｢
사론｣을 통해 역사인물에 대한 방대한 논평을 남긴 궁극적 목적은 다름 아닌 ‘역사

의 실용성 제고’에 있다고 생각된다.

성해응은 “經은 길이니 길을 버리고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史는 거울이니 거울

을 등지고서 비춰볼 수 있겠는가?[夫經者道也, 能捨道而行乎? 史者鑑也, 能背鑑而照

乎?]”174)라고 하여 경전과 역사를 모두 중시하였는데, 특히 역사를 “거울”이라고 

하여 인간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점검하고 인도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여겼다. 말

하자면 경전은 ‘體’이고 역사는 ‘用’으로서, 경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

별하고, 그를 통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鑑戒’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다. “무릇 역사란 감계를 두는 수단이다.[夫史者, 所以存鑑戒也.]”175)라는 말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듯이, 성해응이 이해하는 ‘역사’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구성과 실용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실용론적 인식은 동양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반적인 사유로, 수많은 역사서의 제목에 ‘鑑’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보

편성을 알 수 있다. 가령 神宗皇帝는 資治通鑑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

다.

  시경·서경·춘추 같은 책들은 모두 과거 잘잘못의 흔적을 밝혀서 왕도가 바르

게 존재하게 하고, 후세에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남겨주기 위함이다. …(중

략)… 거칠고 타락하여 뒤집혀 위험해진 사례에 이르러서는 ‘앞에 가는 수레가 실수한 

것’을 볼 수 있고, 혼란을 일으킨 도적이나 간사한 사건은 그 속에서 ‘서리가 밟히면 점

차 단단해질 것’을 알게 됨이 있다. 詩經에 이르기를 “殷나라가 거울로 삼을 것이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夏나라의 시대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이름을 내려주

노니 ‘資治通鑑’이라고 하여 짐의 뜻을 드러낼 뿐이다.”176)

즉 역사는 과거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밝혀서 후세에 감계가 

되고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남겨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감계가 됨’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잘잘못의 흔적을 밝”히는 것, 즉 ‘시비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올바

174) 硏經齋全集 續集 冊12, ｢文三｣, 〈書贈孫兒駿命〉.
175) 硏經齋全集 續集 冊12, ｢文三｣, 〈題新唐書後〉.
176) 資治通鑑序: “詩､書､春秋皆所以明乎得失之跡, 存王道之正, 垂鑑戒於後世者也. 

…(中略)… 至於荒墜顛危, 可見前車之失, 亂賊奸宄, 厥有履霜之漸. 詩云: ‘商鑑不遠, 在
夏後之世.’ 故賜其書名曰‘資治通鑑’, 以著朕之志焉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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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치판단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제시도 가능해지고, 그래야 역사가 거울로서 제

대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해응이 ｢사론｣을 통해 역사인물의 선

악·득실·공과 등에 대한 판단 및 평가에 몰두한 것 역시, 올바른 시비판단을 통

해 역사의 본래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역사평가

에서 시비의 분별이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제대로 논평함으로써,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사의 도구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正祖 대

에는 역사서의 논평 부분만을 뽑아서 全史銓評이라는 별도의 책으로 엮어 시비의 

분별에 실제적으로 참고가 되게 한 일이 있었는데,177) 성해응 당시 이처럼 역사평

가의 실용적 활용 움직임이 있었음을 고려하고 보면, 그가 ｢사론｣을 통해 방대한 

인물논평을 수행한 것 역시 이러한 실용주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가 하면 성해응은 본래부터가 학문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쓴 ｢外集序｣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기술하는 일을 세밀히 궁구하여 경전을 따라 새로운 견해를 펼치기도 하고, 子史를 엮

어서 옛날에 터득한 것을 연역하기도 하고, 고인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바로잡기도 하며, 

금세의 보고 들은 것에 나아가 기록하기도 하고, 考據에 의지해서 빠트리고 잊어버린 것

을 갖추기도 하며, 모아서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실용에 돌아가게끔 하고, 변증을 통해 

득실을 상고하기도 하며 자잘한 것을 수습하여 기이한 견문을 넓히기도 하였다. …(중

략)… 尊周攘夷의 의리가 천지를 지탱하는데 그것을 엮는 것은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변경과 산천에 대한 논의들이 간책에서 빠져있는데 그것을 엮는 것은 조정의 

계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 쓸모없는 학문은 아니다.178)

성해응은 외집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모아서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실용

에 돌아가게끔” 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저술이 기본적으로 실용적 지향을 가졌

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성해응은 자신이 존주양이의 의리에 관한 사

적을 엮은 것이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변경과 산천에 관한 내용을 

177) 정조는 全史銓評을 편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春邸에 있을 때에 23대
의 史書 가운데 贊과 論을 뽑아 내어 분류하고 편으로 엮어 따로 한 책으로 만들고서는, 
아침저녁으로 스스로를 반성하는 符節로 삼았다. 대개 進退와 消長의 계기, 邪正과 善惡
의 분별, 經權에 따른 취사선택, 名實의 辨正 등이 모두 이 찬과 논에 나타나 있어서 천
세 백세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予在春邸, 鈔出二十三代史中史臣贊
論, 類分彙編, 別爲一書, 俾作朝夕觀省之符. 蓋進退消長之機, 邪正善惡之分, 經權之所取捨, 
名實之所辨正, 莫不卽此贊論, 有以知千百世之故.]”(正祖, 弘齋全書 권179, ｢群書標記｣ 
1, 〈全史銓評八十卷〉)

178) 硏經齋全集 권13, 〈外集序〉: “細究其記述之工, 或追經傳而抒新見, 或掇子史而繹舊
得, 或鉤古人之紕繆而正之, 或就今世之覩聞而錄之, 或憑考据而備遺忘, 或資蒐羅而歸實用, 
或因辨證而考得失, 或拾零瑣而廣異聞. …(中略)… 且尊周攘夷之義, 撑拄乎天地, 而編之所
以裨世敎也, 邊圉山川之論, 遺佚於簡策, 而屬之所以贊廟謨也, 究非無用之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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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은 것이 “조정의 계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쓸모없는 학문[無用之學]은 아

니”라고 했다. 세상의 교화든 조정의 계책이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지향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실용 지향적인 학문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사론｣과 같

은 역사논의를 펼치는 데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이처럼 ｢사론｣의 저술 목적이 기본적으로 ‘실용’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생각

하고 보면, 그가 간명한 글쓰기 전략을 취한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역사인물에 대한 판단 및 평가와 그것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시가 ｢
사론｣의 궁극적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복잡한 글쓰기는 자연히 지양되고, 

가치판단적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간명한 글쓰기가 추구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역사논의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명한 글쓰기가 수행된 것이라 하겠

다.

기실 ｢사론｣의 이러한 實 지향성은 성해응 자체가 ‘실용주의적 고증학자’였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성해응은 ‘문인’보다는 ‘학자’적 정체성이 강했고, 학자 

중에서도 사변적인 ‘철학자’보다는 실증적인 ‘고증학자’였다. 성해응은 청나라 고증

학의 개황인 顧炎武(1613~1682)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179) 고염무는 방대한 

증거의 수집을 통한 귀납을 주요한 학문 방법으로 사용하고 직접자료를 중시하는 

등 문헌고증을 통한 실증적 학문방법을 지향했으며, 모든 글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실용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180) 성해응이 이러한 사상의 영향아래 있었기 때

문에, 그의 글쓰기 역시 문예미가 아닌 명료함을 지향했으며, 예술성이 아닌 실용성

을 추구했던 것이다.181) 요컨대 성해응이 추구한 것은 자료나 글자 하나하나에 매

몰되는 고증학이 아니라, 세상에 쓰임이 되고 보탬이 되는 실용주의적 고증학이었

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론｣은 내용·형식·목적 모두에서 實 지향성을 띨 수 있었

던 것이다.

179) 고염무는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성해응의 경우
에는 학문적 방면에 있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손혜리, ｢조선 
후기 문인들의 顧炎武에 대한 인식과 수용―硏經齋 成海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3, 대동문화연구원, 2011, pp.33~62 참조.

180) 천핑위안 저, 김홍매·이은주 역, 명청 산문 강의―문인의 글과 학자의 글, 소명출
판, 2018, p.300.

181) ‘문인의 글’과 ‘학자의 글’에 대한 구분은 청나라 때부터 지식인들 사이에 자각적으로 
일어났는데, 문인과 학자가 지향하는 바가 다름에 따라 각자가 추구하는 글의 성격도 달
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특히 청나라 때는 학자의 글이 더 우세한 지위를 점하고 있
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시 조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청대에 
부흥한 학자의 글에 관해서는 천핑위안 저, 김홍매·이은주 역, 중국산문사, 소명출판, 
2020, pp.317~370에 설명이 자세하다.



- 82 -

제 2 절 결과론적 평가의 한계

｢사론｣의 實 지향성은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결과론적 평가’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실리를 중시함으로 인해 다소 피상적인 결과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글은 ｢사론 상｣의 

52번째 글인 〈衛公子郢〉인데, 이미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 여기에 다

시 全文을 인용하여 그 결과론적 평가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論語에 말하기를, “子路가 ‘衛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맞이해 정사를 펴고자 하시니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자 孔子께서 ‘반드시 名을 바로잡을 것[正名]이다.’
하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후대의 儒者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天王에게 고하고 方

伯에게 청하여 公子 郢을 명하여 그를 세우면 人倫이 바르게 되고 天理에 맞아서 名이 

바르고 말이 순해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蒯聵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과 蒯輒이 나

라를 차지하고서 아버지를 막은 것이 똑같이 죄이니, 郢이 만약 군주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靈公이 명하고 南子도 거듭 명했거늘 어찌 굳이 자기 한 사람의 

名만 생각하느라 宗統의 중요함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인가?

  게다가 輒을 임금으로 세운 것도 郢의 계책이니 衛나라 大夫들은 그 계책을 따라서는 

안 됐다. 宋나라의 子魚, 楚나라의 子西, 曹나라의 子臧, 吳나라의 季札이 왕위를 사양한 

것과 같은 경우는 마땅히 즉위할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기가 거기에 구차히 낀다면 王命

을 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지만, 郢 같은 경우에는 君臣·父子의 사이에 해당하여 자

기가 왕위에 오르지 않으면 일이 다 어그러지게 되니 결코 사양해서는 안 되었다. 衛나

라의 혼란을 郢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기 어렵다.182)

성해응은 여기서 위공자영이 왕위를 사양함으로 인해 위나라의 혼란이 초래되었

다면서 그의 처신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성해응이‘국가안정’이라는 공익

적 측면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것과는 별개로, 결과론에 치우친 다소 과한 논의라

고 생각될 여지가 다분하다. 성해응은 위공자영이 왕위를 사양할 경우 초래될 국가

의 혼란을 미리 헤아리고서 기꺼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

게 했더라면 蒯輒이 자기의 아버지 蒯聵를 막는 일, 즉 부자가 서로 대립하는 환란

이 발생하지 않아 국가가 안정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위공자

영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공자영이 자신이 양위했을 때 초래될 

182) 硏經齋全集 續集 冊10, ｢史論 上｣, 〈衛公子郢〉: “語云: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後儒言: ‘告諸天王, 請於方伯, 命公子郢而立之, 則人倫
正, 天理得, 名正言順而事成.’ 夫蒯聵之欲殺其母, 蒯輒之遽拒其父, 均之爲罪. 郢若主國, 則
無是患矣. 且靈公命之, 南子申之, 豈必顧一身之名, 而不顧宗統之重乎? 且立輒者, 郢之策
也. 衛之大夫, 不當徇之也. 如宋之子魚､楚子西､曺之子臧､吳之季札之辭位者, 以有當立者存, 
己苟于之, 是廢王命也. 至若郢, 則當君臣父子之際, 己不當其位, 則事皆乖戾舛午, 固不當辭
也. 衛之亂, 未必非郢之所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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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예측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니와, 예측한다 해도 적장자를 제쳐두고 자

신이 왕위에 오르는 일은 감히 하기 어려운 것이다. 즉 위공자영의 상황과 위치를 

고려해 보면, 그가 왕위를 사양한 것은 오히려 名節과 분수를 지켰다고 평가될 수

도 있는 행위인데, 성해응은 그가 양위한 뒤에 위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는 현상적 

결과만을 보고 “굳이 자기 한 사람의 名만 생각하느라 宗統의 중요함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론적 평가는 ｢사론｣ 속에 종종 발견되는데, 가령 성해응은 晉나라

의 재상 荀息이 亥齊를 보필하여 임금으로 세워달라는 獻公의 유명을 받들기 위해 

애쓰다가 목숨까지 바친 것에 대해서도, ‘해제가 즉위할 경우 초래될 혼란을 예견하

고 헌공의 유명을 받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내린 바 있다.183) 이 역

시 다소 결과론적인 평가로서,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임금의 유언이 지니는 무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혼란’이라는 현상적 결과에 근거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순식이 아무리 충심으로 임금의 유명을 완수하기 위해 애썼다고 해도, 결

과적으로는 국가의 혼란에 일조한 바 있기 때문에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여긴 것이

다. 이처럼 ｢사론｣에는 특히 ‘국가 공익 실현’과 같은 실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결

과론적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렇듯 인물의 행위와 그 현상적 결과의 좋고 나쁨에 입각하여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내적 측면뿐 아니라 ‘어떤 상황

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외적 환경의 인과성·연쇄성에 대한 탐구 또한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인물의 동기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평가할 경

우, 보편적인 윤리가치를 도출하지 못하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내

리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게 된다. 예컨대 의 위공자영에 대한 성해응의 논의

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행위규범을 제시해주지 못한 채, ‘미래에 야기될 혼란을 헤아

려 자신의 명절은 내려놓고 종통을 위하는 선택을 했어야 했다’는 특수한 사후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인간에게 도덕적 행동을 촉구하기보다는 

‘나의 행위로 초래될 결과를 잘 헤아릴 것’을 촉구함으로써 다소 막연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인간에게 있어 ‘미래’란 철저한 불확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의 결과적 영역에 시비판단의 근거를 둘 경우, 인간의 도덕적 마음가짐은 그 

가치가 크게 퇴색된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해도, 그 행위의 결과가 나쁘

면 그것은 나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자신의 분수와 명절

을 지키고자 했던 위공자영의 행동도 가차 없이 비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

론주의는 실리주의가 범하기 쉬운 지나침으로서, 오히려 ‘감계’라는 역사의 실용적 

183) 성해응이 논한 〈荀息〉의 원문 및 번역문과 이에 대한 분석은 본고 제3장 제2절의 ‘2)
국가안정에의 기여’ 부분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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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퇴색시키고 막연하고 공허한 논의로 나아가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결과론주의는 인물을 둘러싼 외적 요인을 간과함으로써 피

상적이고 비약적인 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예컨대 성해응은 위공자영의 양위

에 대해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郢이 만약 군주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다. 이는 ‘위공자영의 

양위로 인해 위나라의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반대로 위공자영이 양위를 하지 않았

더라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서,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일의 형세와 같은 외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소 비약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해응의 결과론적 평가에는 항상 이러한 비약적 가정법이 

발견되는데, 앞서 언급한 荀息에 대해서도 “순식이 만약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해제로 하여금 왕위를 重耳에게 양보하도록 했더라면 驪姬 母子가 모두 무사하고 

晉나라도 평안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인물을 둘러싼 주변적 사실에 동떨어져서 인물의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공익실현 여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내적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

지로,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공허한 이상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인간이란 

‘세계’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시

비판단은 결국 현실과는 괴리된, 그러므로 그 감계적 기능까지 퇴색된 공허한 논의

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성해응의 모든 논평이 상술한 것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그의 실리주의적 논의에서 종종 이와 같은 결과론적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며, 앞서 ｢사론｣의 의의로서 實 지향성을 언급한 만큼, 그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결과론적 한계도 균형 있게 짚어내는 것이 온당하리라 생각된

다. ｢사론｣이 實에의 지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본격적이고 진정한 의미

에서의 實 지향으로 나아가려면, 표면과 이면·개체와 환경을 아우르는 실질적 고

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론｣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점에 부족함

을 보였는데, 宋의 문인 謝枋得의 다음 말 앞에 성해응은 마냥 떳떳할 수 없을 것

이다.

  잘못만 지적하면 高手가 아니다. 내가 그 시대에 살고 그 사람의 지위에 있으며 그런 

일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자신을 보전해야 옳은지를 잘 숙고하여 타당한 

말을 해야만 한다.184)

184) “若只能責人, 亦非高手. 須要思量, 我若生此人之時, 居此人之位, 遇此人之事, 當如何應
變, 當如何全身, 必有至當不易之說.”(謝枋得, 文章軌範 권3; 김계태, ｢蘇軾의 議論文 中
의 歷史評論｣, 중국어문논총 23, 중국어문연구회, 2002, p.119에서 원문과 해석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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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고는 조선후기의 서얼문인 硏經齋 成海應의 ｢史論｣을 중심으로 그가 역사 인

물을 어떻게 평가하였고,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
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큰 물음에서 출발한 것으로, 성해응의 ｢사론｣을 

통해 하나의 가능한 해답이 도출되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이에 본고는 ‘인간을 어떻

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성해응의 ｢사론｣은 인

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 문제로 대체한 뒤 파생되는 질문에 따

라 논의를 전개했다. 그 파생되는 질문이란 1)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 대해 평가

했으며 그 형식과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체재적 측면, 2)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했으

며 그 기저의 사상적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가치관적 측면, 3)어떤 점에서 의의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의미적 측면으로, 각각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주제가 

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파생적 질문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사론｣은 殷나라부터 明나라 말기까지 총 170인에 대한 짧은 논평을 上·下 

두 편에 나누어 수록한 글이다. 인물이 서로 친족관계이거나 행적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론주제가 유사한 경우 등의 몇몇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각 인물

을 활동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사론｣의 수록 인물들은 대부분 국가의 

일에 종사하는 ‘大臣’의 신분이며, 非征服王朝 출신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성

해응이 ‘君’보다는 ‘臣’의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과, 정복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화이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해응은 수많은 역사관련 서적을 열람하면서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메모를 남기고, 그것을 활용하여 각 인물에 대한 논평을 작성한 뒤, 이후의 어

느 시점에 그러한 저술들을 모아 시대 순에 따라 엮어 최종적으로 ｢사론｣을 완성했

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참고한 서적들은 실로 방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正史·非

正史 역사서뿐 아니라 설화집이나 개인문집까지 열람하고 인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해응이 참고한 서적의 규모와 저작 편수의 방대함, 체재의 완정함 등을 고

려하면, ｢사론｣은 역사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론｣의 글들은 통상적인 史論 散文과는 성격이 다르며 오히려 역사서의 論評

部와 성격이 유사하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일련의 논평을 수행한 글로서, 

문학가로서의 치밀한 논증보다는 역사가로서의 명확한 가치판단을 추구한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성해응의 ｢사론｣과 비슷한 성격의 글이 여럿 출현했는데, 申靖夏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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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史｣, 吳光運의 ｢史評｣, 洪大容의 ｢史論｣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성해응의 ｢사론

｣은 이들에 비해 뚜렷한 ‘인물논평집’의 성격을 보이며, 형식과 범위에 있어 비교적 

완정한 체재를 갖추고 있고, 평가의 근거와 기준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인물

평가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는 데 유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론｣의 평가 준거는 크게 ①도덕적 차원인 ‘의리명분’, ②실리적 차원인 ‘공
익실현’, ③초월적 차원인 ‘운명’으로 정리된다.

① 성해응은 ‘의를 위한 자기희생적 태도’와 ‘충절이 바쳐지는 대상의 도덕적 올

바름’이 진정한 충절의 요건이라고 보되,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수준의 충절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합당한 정도의 충절이 

따로 있다고 여겼다. 또한 신하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군신지분을 지키며 자기의 직

분을 다할 것을 강조했고, 특히 반역이 일어날 때는 임금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

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인물의 성품·충절·업적보다도 군신지분의 준수 여

부에 더욱 주목했으며, 그 기준이 매우 높고 엄격했다. 이처럼 의리명분에 입각한 

인물평가는 성리학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던 당시로서는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양명학·서학 등이 유입되어 성리학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와중에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② 성해응은 또한 재주와 공적, 국가안정에의 기여와 같은 공익적 측면의 성과에 

입각해 인물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재주와 덕성 중 어느 한 쪽을 우위에 두기보

다, 대등한 위치에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의 안

정에 기여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인물을 평가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비로소 신하로서의 직분을 다한 것이라 여겼

다. 도덕적 가치를 무조건 긍정하기보다,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는 성해응의 실리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

각한 엄격한 의리주의와는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을 통해 알 

수 있듯 성해응은 때에 따라 엄격한 기준의 도덕적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비일관성은 그의 내면에 도덕주의적 관점과 실리주의적 관점이 일관적인 위

계 없이 병존했음을 알게 한다. 이는 ‘漢學 중심적 漢宋折衷論’이라는 성해응의 학

문적 입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③ 성해응은 인물에 대한 하늘의 보응을 살핌으로써 그의 선악을 판단하거나, 운

명 앞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그 삶의 자세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절대적이고 완전무결한 것으로 여겼다. 복선화음의 ‘일시적’ 불균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합당한 보응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궁극적으로는 그 절대성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해응은 불가항력적인 운

명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도, 무기력한 결정론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연한 도덕 실

천의 강조로 나아갔다. 운명은 하늘에 맡겨두고 의연한 자세로 자신의 도리를 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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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복선화음의 법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듯 성해응은 인간 행위의 ‘보응’에 대해 매우 뚜렷한 관

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 성대중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성해응 인물평

가의 가장 독특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성해응에게 운명은 초월적 영역이면서도 

복선화음의 이치에 따라 인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리명분과 

공익실현도 ‘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명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다.

3) ｢사론｣의 의의는 그 내용적·형식적·목적적 측면에서 모두 ‘實’ 지향성을 보

인다는 데 있다. 성해응은 인물을 평가할 때 도덕적 가치 못지않게 실리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기존의 도덕주의적 역사평가와는 다른 실질주의적 면모를 보여주었

다. 또한 대구법, 반어적 의문문, 요약적 인용 등을 활용한 간명한 글쓰기를 구사하

여 ‘의미전달’이라는 글쓰기의 실용적 기능을 제고하였다. 무엇보다 ｢사론｣은 ‘역사

의 실용성 제고’라는 목적 하에 저술되어, 역사인물의 재평가를 통해 ‘鑑戒’라는 실

용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實 지향성은 성해응 자체가 ‘실용주의적 고

증학자’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론｣의 실리적 지향은 ‘결과론적 평가’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

다. 인물의 도덕적 마음가짐보다는 가시적인 행위와 그 현상적 결과에 입각해 다소 

부당한 시비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물의 행위와 그 현상적 결

과의 좋고 나쁨에 입각하여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인물의 내적 측면뿐 아니라 외

적 환경의 인과성·연쇄성에 대한 탐구 또한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보편적인 윤리가치를 도출하지 못하고 사건 하나하나의 개별적 평가를 내리는 데 

그치거나, 외적 요인을 간과한 채 피상적이고 비약적인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역사

의 실용성을 오히려 손상시키고 공허한 이상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

물평가가 진정한 實 지향으로 나아가려면, 표면과 이면·개체와 환경을 아우르는 

실질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도덕적 측면과 실리적 측면을 균형 있게 살피면서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

는 운명의 작용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도덕·실

리·운명의 세 가지 준거로 인간을 평가하게 되면, 선한 행동의 해악적 결과, 악한 

행동의 공익적 결과, 선인의 불행, 악인의 행운 등과 같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종

종 발견되는 괴리적 현상들을 우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해응이 이러한 현상에 앞에서 ‘그래도 복선화음의 이치는 절대적이다’라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신념을 바탕으로 의연한 윤리실천을 촉구했듯이, “나는 이러한 상황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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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둘째, 실질적인 논의를 하되 공허한 결과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물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아닌, 인물의 내·외적 상황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謝枋得의 말을 참고하여 말하자

면,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그 지위에 있었다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면’ 하는 역지사지적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면, 그 논의가 매우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게 될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역사논의

의 ‘실용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끝으로 본고의 의의와 한계를 간단히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

는 성해응의 ｢사론｣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물 평가의 바람직하고 유효한 한 방식

을 탐구하는 동시에, 성해응의 가치관과 학문적 지향 등을 일정하게 밝혀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해응 한 사람을 탐구하는 데 급급하여 그

의 인물평가 방식이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문인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

느 정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는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생각된

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려면 다른 문인들의 인물평가 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미처 공부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구를 기약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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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硏经斋成海应《史论》硏究

吴赞美

国语国文系 国文学专业

首尔大学 硏究生院

  本文是对研经斋成海应（1760~1839）的历史人物评论集《史论》的研究。本文旨在

阐明《史论》人物评价的依据，考察其意义和局限性，并希望从中获得"如何评价人"的启

示。

  第2章第1节从宏观角度对《史论》的题材进行考察，梳理了其构成方式及收录人物的

特征。《史论》作为从中国古代殷朝至明朝末期的168篇对于人物的简明论评，大体上按照

人物活动的时代顺序进行排列。《史论》收录的人物大多是"大臣"的身份，对国家政治产

生了相当大的影响，元清等征服王朝的人物被排除在外。

  第2节通过探究《史论》的编撰过程，来考察成海应的基本著述方式以及对《史论》的
关心和努力程度。成海应以大量的阅读量为基础，撰写利用箚记的人物评论，并在后来

对此进行整理、编辑，最终完成了《史论》。从他参考书的规模、庞大的著作篇数以及体

裁的完备等来看，《史论》可以说是成海应倾注热情的重要著作。

  第3节试图阐释《史论》带有的"人物评论集"的性质。《史论》具有与"史书论评部"类

似、却又区别于"史论散文"的性质。成海应通过《史论》，比起作为文学家的缜密论证，

更追求作为历史学家的明确价值判断。朝鲜后期类似性质的文章不少，成海应的《史论》
与其相比，具有作为人物评论集的显著性格、完备的体裁、评价标准把握的简易性等特

征，因此最适合考察人物评价的具体情况。

  第3章正式探讨了《史论》的内容，分析了其人物评价的依据，本文关注的三个依据

分别是道德层面的"义理名分"、实利层面的"公益实现"、超越性层面的"命运"。

  第一，立足于义理名分的评价大体上强调忠节的实践并重视遵守君臣之分。成海应

认为"为义而自我牺牲的态度"和"尽忠对象的道德正确性"才是真正忠节的条件。此外，

还强烈批判了超越臣下本分，侵犯君王领域的过分行为，认为造反行为是最大的罪恶。

像这样立足于义理名分的人物评价在将性理学作为基本思想的当代是非常普遍的，在阳

明学、西学等思想流入后性理学的影响相对弱化的情况下，其作为价值判断的标准，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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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保持稳固的姿态。

  第二，立足于公益实现的评价大体上是通过重点考察人物的才华和功绩以及对国家

稳定的贡献度而展开的。成海应将实利作为不亚于道德义理的重要价值，认为大臣的本

分就是"让国家安定"。因此，他对于只有义理而没有实利的情况加以批评; 对于义理和

实利发生冲突的情况优先考虑实利。但从整体上来说，义理和实利的价值等级并不一

定，并展现出了道德主义和实利主义并存的面貌，这可能是因为成海应采取了"汉宋折中

论"学术立场。

  第三，立足于命运的评价大体上是通过观察上天的报应来判断人物的善恶，或者通

过观察其在命运面前的态度来评价他的人生姿态。成海应认为福善祸淫的道理是绝对并

完整无缺的。他还寻求以对福善祸淫的信任为基础，在命运面前以坚毅的态度履行自己

的道理。成海应对人类行为的"报应"表现出明显的兴趣，这是从其父亲成大中继承下来

的，可以说是成海应人物评价最为独特的地方。

  第四章探究了《史论》的意义和局限性。《史论》的意义在于其内容、形式、目的方面

都具有"实"的指向性。成海应在评价人物时，不仅重视道德价值，还重视实利价值，并

表现出了与既有的道德主义历史评价不同的实质主义的面貌。另外，运用对仗、反义疑

问句、缩略性引用等简洁的写作方式，提高了写作作为"意思传达"的实用性功能。最重

要的是，《史论》以"提高历史实用性"为著述目的，通过对历史人物的重新评价，增强作

为"鉴戒"的实用性功能。

  但是，《史论》的实利主义倾向也暴露了其作为"结果指向型评价"的局限性。比起人

物的道德心态，有时会立足于可视的行为及其现象性结果，做出多少有些不当的是非判

断。这样的结果指向型评价缺乏对人物外在环境的因果性、连锁性的探索，如果脱离人

物的周边情况，只专注于行为本身和由此带来的公益实现与否，反而有走向空虚的理想

主义的危险。人物评价要想走向真正的实际，必须结合外在和内在、个体和环境进行实

质性的考虑。

关键词 : 硏经斋 成海应, 史论, 历史人物论评, 义理名分, 公益实现, 命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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