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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근대적 변혁과 양명학의 등장 

한국양명학의 전개과정에는 두 개의 우뚝한 봉우리가 있다 앞에는 

17세기말 18세기 초에 정제두(露좌 홉f，齊斗， 1649-1736)가 양병학적 

신념을 정립하고 제계화하였던 사실이요， 뒤에는 20세기 초에 조선사 

회의 붕괴와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격변의 상황에서 유교사상의 개혁 

을 위한 새로운 모색으로 박은식(朴股植)과 정인보(횟!í寅普)플 중심으 

로 양명학을 표방하였던 사실이다. 

20세기 초의 근대적 변혁과정에 양명학이 새롭게 활력플 가지고 

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가 위해서는 그 사대적 요인과 더불어 그 앞 

서대 양명학적 상황의 여건도 주목할 펼요가 있다. 곧 18 . 19세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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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후기 양명학은 깅-화학파가 미약하게 병맥을 이어가코 18씨기 후반 

에 일시적이지만 성호학파 안에서 소수 학자들이 주자학에새 벗어나 

새로푼 사유벙-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양명학이 활발하게 수용되었 

던 두 흐름이 있었략면， 20세기 초 양명학의 새로운 동장C'l 서도 두 

흐름이 확인될 수 있다. 곧 박은식은 성호학파의 소수 학자념 경우처 

럼 이 서대에 적응하기 위한 유교개혁의 새로운 사유방법 2로서 양 

명학찰 수용하고 표방한 경우이고， 정인보는 강화학파의 마:’l 막 계승 

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경우。l 다. 20세기 초 양명학을 표방~+거나 적 

극적 。1 해태도를 보였던 인물들의 대부분은 자강운동(멈彈j’훤動)을 벌 

였던 이른바 애국계몽사상가들이 대부분이요， 이들은 조선사대의 양 

명학될 계승하는 일에는 전혀 관섬이 없고， 오히려 당시 중꽉과 일본 

에서 사때변화에 적응하는데 양명학이 능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 

실에서 큰 충격을 받고 양병학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I~::l 던 경우 

리- 할 수 있다. 

20세기 초 근대적 전환기의 양명희-은 개혁사상의 기반으센 양명학 

을 표방하거냐 강화학파의 계승으로 양명학을 정립하는 경각-에서 양 

쪽 모두 대중계몽운동과 민족의식윤 고취하는데 공통성을 ;: I 니고 있 

다 실채로 정인보의 경우에서 보떤 양명학의 입문과정에서늠 학맥으 

로 강화학파의 계승자가 되었으며， 그 스스로 강화학파의 렌불과 행 

적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서술하였던 것을 확인활 수 있지 i~!: , 결과로 

서 보면 그가 강화학파의 학문적 특성을 계승하였던 것이 약니라 이 

시대의 상황에 대응하는 논리를 양맹학에서 찾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인불들의 경우와 차이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혜 양영학의 등장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정 ν 면모의 

하나는 양병학을 통한 사회개혁의 방법을 찾는 수준에서 나아가 양 

명학을- 종교적 신념으로 표출시키려고 서도하였던 사실이뎌. 박은식 

이 중심이 되어 조작허였던 ‘대동교’(大同敎)는 유교개혁사 잉-과 종교 

조직운-동팩 71 반을 양명학으로 정립하고 었다는 점이 때우 특정적 

현상이다 실제로 이 시대의 양헝화 표방이 그다지 성공적 : 결과를 

거두았던 것은 아나다. 그러나 20세까 초 사회변동과 더불1) .. 유교전 

통아 십각한 변회의 진통을 겪는 과펑에서 변혁외 방향에 시|로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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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으로 크게 주목되었다는 사설 그 자체가 이 시대 양명학이 지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20세기 초 양명학의 등장과i 전개양상의 이해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곧 첫 단계에서는 1910년대 전후 자강사상의 한 흐름으 

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을 이해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둘째 단계에서는 

1930년대 전후 일제의 식민지배체제가 정착된 이후 당시띄 지식인들 

속에 양명학의 이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또 하 

나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바로 이 점에서 20세기 초 양명학이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들 가운데， 유교개혁론에서 종교적 신념기반으 

로 제기되거나， 자강운동에서 설천정신으로 주목되거나， 민족정신의 

고취를 위한 ‘조선얼’의 각성으로 강조되는 단계에서 양명학의 역할 

과 한계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첫 단계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면 둘째 단계에서 양명학이 신념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지식체계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상을 명획하게 아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박은식의 유교개혁론과 양명학 

1. 양명학으로 전환과정 

20세기 초 조선왕조의 몰락직전 시대적 격동 속에 한편으로 조선 

사회의 체제교학이었던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체가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교 이념 자체로부터 이탈아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 

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사상적 동요가 격섬하게 일이나는 상황 

속에서 유교이념의 개혁을 통해 사회변혁에 적응을 추구하였던 인물 

가운데 양명학을 유교개혁의 방향으로 선택한 경우로 박은식(白嚴 · 

讓삽 朴股植， 1859-1925)이 가장 뚜렷 한 위 치 를 지 니 고 있다 그는 

황해도 황주(黃州) 출신으로 30대까지 주자학의 전통에 젖어 있렀지 

만， 40세 때(1 898)부터 시대변화에 따라 유교개혁의 당위성을- 인식하 

면서 자강사상(自彈思想)으로 전환하여 주로 언론과 교육운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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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였던 애국계몽운동가의 한 사람이다. 

박은-식의 유교개혁사상은 조선사회의 주자학 전통이 초패한 폐단 

을 성찰하면서 유교이념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개혁씌 방향을 

탐색히는 것이었으며， 그가 선택한 개혁의 새로운 발판은 lll.로 조선 

사회에서 주자학 체제 속에서 억눌려 제대로 펼쳐보지도 핏했던 양 

명학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다 1) 그가 양병학에 관심을 돌리 ;11 된 계 

기에는 밖으로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 양명학이 근대적 변회 속에 적 

극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싼으로 그 

자신의 신념에 변화가 일어났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러 한 사실은 

그가 1909년 일본양명학회 주간(主幹)에게 보낸 편지에서 꾀히고 있 

는 것처럼， “마침 몇 년 전에 질병으로 문을 닫고 한가롭게 수워있을 

때 왕양명의 학설을 얻어 보니， 그것은 곧바로 마음 속 깊‘시 은미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정밀하고 절실함을 극진히 깨달펀- 것이었 

다"2)고. 한 언급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확실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추정해보면 그가 양1깐학을 유 

교개혁의 이론적 기반으로 받아들이가 시작한 것은 47세 때 (905) 이 

후로 짐작된다. 1909년 일본양병학회에서는 서북학회(西北쩔會) 회장 

으로 -활동하던 그에게 학보(學報; 일본양명 학회 학보의 정 꾀 한 명 청 

은 미꽉인) 13호를 보내왔고， 이를 계가로 그는 일본양맹학폐 주간에 

게 두 차례 펀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양명학에 대한 이해젝· 관심을 

명확하게 밝혔던 일이 았다. 그는 일본양명학회 주간에게 꾀.낸 편지 

속에서 자신이 주자학을 존숭하다가 찬우들의 진노와 괴이페게 여김 

1)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교개혁사상은 @ 양명학을 통한 개혁론 -1 얘댔훌，@ 

주자학기반 위에서 개혁론 - 李承熙 • 宋짧펴，@ 今文經學的 개혁 흰- 李炳

憲， 및 @ 後天開關論的 개혁론 - 金-夫 등 다양한 양상을 찾아홉 수 있다. 

금깡태 w유교개혁사상과 이병헌~(예문서원， 2003)의 제 5장 ‘유교개쩍 론의 양상 

과 이병헌의 유교복원론’ 참조. 이 節에서 박은식에 관한 기술은 금 ~I 태 w한국 

근대의 유학사상~(서울대출판부， 1999)의 제5장 ‘한국근대의 유교 끼혁사상’에 

수환된 내용을 약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f朴당웠펼全書』 下， 擔國大 출판부， 1975(이하 ‘『朴全.J(下)’로 줄임)， p. :~36 ， r再與

日本哲學士陽明學會主幹東敬治書J ， “偶於年前， 因微病閒門閒歐之際， ‘’￥용용얘h江學 

說， 其直從ι혜훌P훤댔處下工者， ii옳覺精切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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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 아침에 변신하여 양명학을 주창하게 된 이유 

를 ‘네 가지 소감’(四種感覺)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왕양명의 간단하고 직접적인(簡易直載) 학풍이 시대현실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박은식은 “지금 세계의 진화는 날로 새로워지 

기를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사무는 극심하게 변거로움이 날로 심해지 

고， 학술이 복잡하고 더욱 많아지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역량은 

유한하여 백년의 세월이 한계아다. 이러한 시대를 만나서 철착에 종 

사하고 인도(人道)의 근본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간아직철한 가르 

침이 있으니， 실로 (번거로운 주자학에) 힘을 가울일 겨를이 없다"3) 

고 밝혔다. 그것은 급변하는 사회와 차식아 폭증하는 사대에서 주지

학의 번거로운 지식체계에 빠져 있다가는 사대변화에 적응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명학 

의 간결한 가르침에 시대적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실을 보여 

준다. 

둘째， 주자학으로 침체된 우리나라 학풍에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혹 입 

과 귀로 옮고 말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조금 스스로 터득한 견해가 

있거나， 혹 변함없이 간직하여 자키며 거두어들여 신칙하기도 하지만 

활발한 생각아 결핍되어 점차 사기(士氣)가 번장하지 못함을 므러내 

고 인문(人文)아 떨치지 못하니， 이는 조금 변화서켜 새롭게 해야 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4)라고 언급하였다 그만큼 당서 유교사상의 

현실에서 보면， 조선시대를 아끌어갔던 도학-주차학의 학풍야 활기뜰 

잃고 말았으므로， 양명학으로 변혁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 

킬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확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혼란야 극섬한 시대에 대중을 통합하고 사회기강플 

3) w朴중~(fl， p. 237, ‘ 日本陽明學會主幹에 게(公펴한 傳文)'， “方今世界之進化， 띄 

新不E" ^事之緊흉IJ 日甚， 學術之複雜愈多， 而콤A智力有J:.!t 百年之커~~.용有l뚫/ 當

此時↑치， 欲從事於哲學， 樹A道之根本者， 有簡易直載之法門， 떠델無g뭘致力첼者 ’‘ 
4) 얘F全~Cf)， p‘ 238, ‘ 日本陽明學會主幹에게’， “至千近日， 或吃吃於l그耳調품，ffiT少 

自得之兒， 或斷斷於持守敬節， 而z活!짧底意， 漸見士氣不昌. λ)l:不振， 是不可不

稍變而新之者"



6 똥교학 연구 

수립하기 위해 교육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씨다. 그는 

“사회의 풍속파 교화가 어지러워진지 이미 오래되었고 기깐이 허약 

하게 가라앉으면서 갖가지 이설(異說)이 름을 타고 분출하여 높이 타 

오르고 의기양양하며 서로 경쟁하여 유인하니， 일반 백성들τ꽉 저쪽에 

가입하거도 하고 이쪽을 탈출하기도 하여 마침내 정해진 딴향이 없 

으낙， 대중의 지향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피， 풍속과 

가캉윷 무엣으로 말미암아 정돈할 것인가. 이러한 시대에 꽉별히 양 

병 학을· 주장하여 교육계 에 하나의 붉은 깃 발을 세 운다면 二[ 밝게 빛 

나고 뜻이 큰 정산은 곧 무너지고 빠져든 안섬을 거의 구:kIJ 할 수 있 

을 것여다”’)라고 밝혔다. 도학정통의 권위가 무너진 사회ι 혼란 속 

애서 대중의 정신적 동요와 혼돈이 극심한 상황을 극복하끄 새로운 

통합철서를 구축하기 위해 양명학을 교육의 기준으로 수렵함으로써 

대중의 통합과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끄 있다. 

넷째 i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도덕이 퇴락하는 현션에서 양 

병학의 ‘양지’개념이 절실하게 요구띈다는 것이다 그는 “S::.덕을 밝 

하 jl 강상(鋼常)을 유지하여 백성에게 행복을 주고자 한다1갔， ‘양지’ 

악 학설은 또한 어뚜운 거리의 불빛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드러내어 

밝히지 않을 수 없다"6)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그는 당시 학한의 진보 

와 물질문명의 경쟁적 발달에 따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점으 

로서 도덕의 학문과 평화의 근본이 쇠퇴하는 문제점을 인끽하고， 아 

려한 당사 사회의 새로운 문제접을 해결하가 위한 방법으 ~i:; 서 양명 

학의 ‘양지’채념을 표방하고자 하였던 것이디 

박은식은 자신의 사상적 기반을 양명학으로 확립하는 과선에서 특 

히 일본 양명학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두 

번째 일본양명학회 주간에게 보낸 펀지에서 “양명은 공자꾀 맹자를 

활용하는 학자요， 귀국(일본)의 여러분은 또한 양명을 활용갯| 학자이 

5) lbiι ， “社會之風ft久Ei춰雜， 元氣寢以虛弱， 各種異詞， 乘隊而寶， 層폐 It氣， 鏡相

5협딘 1, -般民1ßf， 入彼出j]t， jξ無定向. ß.iJ웠志filJ由而-乎， 風紀何由i떠훗rf. 子jlfra혼 

也，*흉꺼읍王웰， 立一까:職於‘敎育界， ~IJ其光明옳落之精神.f.if，可以救P읍행;:~A'L、者" 

6) lb，ι ‘欲明其道德. ~If'持人極， 以밟生民之幸福， ~IJ良知之學， 亦홈獨깅‘」젊耶， 是不

tiT不特혈챔出而昌明之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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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유신(維新: 병치유신)의 호걸뜰은 다수가 양명학파이나， 

그 실제 효용을 발전시킨 것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났다. 하물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귀회(일본양명학회)가 더욱 밝혀갔으니 정 

신교육에 보탬이 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귀국은 이미 서양의 

물질로 국력을 크게 떨치게 하고， 또한 동아시아의 철학으로 백성의 

도덕을 배양하여， 문명사업을 완전하게 도모할 수 있었요니 J 이것은 

과연 어떤 역량인가'''7)라고 일본의 양병학이 발휘하는 시대적 역할에 

찬탄과 흠모의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계몽운동과 사회 

개혁의 과제에서 양명학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면서 일본을 하나의 

성공사례로서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셔 

그는 양병학의 정신이 타인의 학설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 

음에서 찾아 스스로 티득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양 학문인 불러 

학을 예로 들어 서양인이 물잘을 발명하는 탁월한 능력은 타인의 학 

설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에 나아가 연구하여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라 하여， 양명학의 정신이 서양과학의 방법과 소통하는 것임을 지적 

하였다. 또한 그는 바로 이러한 양명학의 정신은 『대학』에서 딸하는 

“자선을 속이지 말라"(母自歡)와 『중용』에서 말하는 “자산에 똘이켜 

참되게 하라"(反身而誠)는 구절에서 분r챙하게 찾아볼 수 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박은식은 지신의 유교적 신념을 양병학으로 받아들이떤서 i 양맹학 

의 체계적 인식을 위해 『왕양명실기.JJ(王陽明實記， 1910)를 저술하였 

다. 여기사 그는 왕양영을 도학가 · 꾼략자 · 정치가 · 기젤가(氣節家ν 

문장가의 다양한 역 량을 발휘 한 인물로 높이 평 가하고i 일본의 벙 치 

유신에서 걸출한 안불틀이 많이 양벙꽉파였으며， 중국의 학자에도 역 

시 양명학을 종지로 삼는 자가 많다는 사설을 까적하였다 특히 그는 

양명학의 지행합일론(知行合}論)이 사의(時효)에 적합함을 강조하벼， 

7) r朴全.(下)， p. 236, ‘再與日후哲學士陽明탤會主합東敬治펌’， “높~&j明是活l니iLJ， 

之學者也， 貴國諸賢， 又活벼陽明之헬者也i 故f합rr갖傑， 多是挑;王평派. 其밀‘效之 

發展， f쫓於支那者遠甚， 況至今日繼以貴會之益!jQ昌明， ß.lJ其有牌주精iF버敎Tì협i， M 
可量也， 貴國많以西洋物質大振닮1力， 又以東표함쩡f꼼養民德， )l.: D셔事業， 克I힘1完줌.， 

是果{可等力뚫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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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아가 서양의 철학차안 소크라테스냐- 칸트 및 버컬리의 ~I 셜은 왕 

양명의 지행합일설과 부합하는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8) () I 처럼 그 

는 잎본파 중국의 깨혁사상가들어 양영학을 종지로 삼는 연물들이 

많다는 사실과， 니-아자 양명학의 ‘지행합일론’이 서양철학꾀도 상통 

하는 공통쟁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양r영학이 그 시대현실이 1 적합성 

이 있다는 사설을 입증하고자 하였던 것야다. 

그는 황앙:명의 ‘치양지셜’(致良知認)에서 ‘양지 i개념을 -F시하여， 

‘양자’익 개념적 의머를 ‘저절로 주 c-，진 밝은 자각의 앓’( ê:1 껏明覺之 

知)야요， ‘순수하고 한결같으려 거짓됨야 없는 밟’(純-無偶 L. 知)이며， 

6 두루 행하여 좋단됨이 없는 앓’〈流行不息、之知)이요， ‘널리 |꽤응하고 

막힘야 앓는 잃’〈찮應不j帶之知)이며， ‘생언과 어리석은 자 /‘]이어l 틈 

이 없는 앓’(펄!현無間之知)이 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 돼 는 앓’ 

(天人상一之송D)야라는 여섯 가지 의미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 

한 그는 하블의 。l 치(天理)릎 본치l 로 하는 ‘양지’와 공허하 낀 적막함 

(초寂)을 본채로 삼는 션(1彈)불교의 ‘정7-1 ’(Ì爭智)개념 사이퍼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1 양명학을 선불교와 유/、}한 것으로 보려는 주서학의 비 

판적 사각에 다l 응하였으며， 나-아가 덴간에 ‘양지’가 있는 꾀을 하늘 

어1 쾌땅:이 섰는 ;션얘 비유하여 ‘양지 씌 중요성을 극진하재 강조하였 

다 9) 

또한 그는 깨딸음에 。1 르는 3자치 방법〈入惜三種敎法}올 ~l 시하면 

서， 언어상에섹 얻는 지식석 꽤달음-닫1 ‘해오’(解↑콤)와? 의식 1뀌면에서 

대상야 있는 채딸음언 ‘증오’혀훨l펌)， 벚 삶의 현실에서 일을 통해 연 

마하여 얻논 것으로 언이적 개념이나 판념잭 대상이 없는 써달음인 

·철오’〈浦 l펌'1-를 구별환다. 역 71 서 그는 특-허 구체적 일에서 딘마하는 

사상마련(事上빨練)의 ‘철요’에서는 아는 것팍 곧 행하는 것 1까요(郞知 

gD行)， 활풍한야 곧 고요함야 뎌 (영{j勳밟靜)， 륜-체 가 곧 공부」i 공부가 

곧 판제(本體Wl工및， r〔夫영11本體)가 s~ 다， 판X념(~)이나 대양I:!" 꺼)에 시-

8) f朴全Jl(下)， p. 246, ‘與활흉書;’ i

‘至주추 Ei ， Jlt學*겹千팔， 日本雄*Fr풍챔， 多是王

렐파， 支재‘톤김家， '1，，~宗王學， 以其知行/음-論헬適於R츄효也” 조“、西팩↑1f學家， 俊

t'6 t 'r@i ‘ !휩휠 ‘ lt圭젖EZf칩說， 亦與知行fF 之답， 暗tEl符음， 則更何疑까 王學平.’‘

9) f ti 갖:，.;\中)， pp. 43-49, '조陽n텀賞등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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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잡히지 않는 주재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라 본다 10) 이처럼 

그는 양병학의 방법을 통해 현실의 사무와 실천에서 유리된 관념적 

지식을 극복하고 현실과 실천에 입각하여 철저한 인식을 이루는 ‘철 

오’를 확립하고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유교의 종교적 각성과 양명학 

박은식의 유교개혁론은 밖으로부터 밀려드는 서양의 새로운 지식 

체계로서 ‘신학’(新學)을 수용하는 문제와 안으로 조선사회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유교이념으로 ‘양명학’을 정립하는 문제로 집 

약해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유교개혁론은 당시 서양 종교의 활력에 

충격을 받으면서， 유교이념을 사회 속에 결집된 힘으로 구현하기 위 

해서는 종교적 신념을 각성사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 

다. 곧 그가 유교의 종교적 각성을 통한 종교단체로서 유교를 재조직 

하였던 것이 ‘대동교’(大同敎)이다. 그는 51 세 때(1909) 유교개혁을 위 

한 유교의 종교조직으로서 ‘대동교’를 창립하여 종교부장으로 활동하 

였다 11) 그는 이때 유교개혁사상의 가반을 양명학으로 확립하기 위해 

섬혈을 기울였으며 u왕양명실기~(王陽明實記)를 저술하였던 것도 유 

교개혁사상의 기준을 양명학으로 정립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은 42 세 때(1900) u학규선론~(學規新論)을 저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종교의 유지를 논함’c論維持운敎)이라는 한편의 글을 수록하 

였다 여기서 그는 먼저 “우리 나라의 종교는 공자의 도(펴)이다”라고 

하여， 유교를 우리의 ‘국교’로 확인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 이처램 그 

는 역사 속에서 담당해온 유교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였지만， 후세 

에 와서 유교가 극섬하게 쇠퇴하는 현실의 상황을 외면하였던 것은 

아니다. 곧 그는 “종교에 이르면 겨우 명목만 남았으니 국가의 원기 

10) "朴全J(中)， pp. 100-101, ‘王陽明實記’.

11) 당시 ‘大同敎’의 회장은 李容植이 추대되었고， 張志淵도 ‘대통교’의 면집부장으 

로 참여하였으나， 별다른 활동자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칠적으로 ‘대통교’의 

중심인물은 H밟植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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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氣)모 이로 말미암아 위축되었다"12)고 하여， 특히 종교와 연관 속 

얘서 유교의 종교적 쇠퇴가 국까적 쇠퇴와 상응하고 있음결 지적하 

고 있따. 

그는 「종교설 J(宗敎說)에서도 당시 사회의 당면과제 가운께서 종교 

문제가 살제로 긴급하고 절실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i교’(敎; 종교)를 정의하여， “성인야 하늘을 대신하여 말씀을 §립하심 

으로써 만민을 깨우쳐주는 것이다"UJ라고 하여， 유교적 종고개념의 

정의를 허였다. 그것은 성인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 위로 하뜸익 명령 

을 받렐고 아래로 대중을 교화하여 ↑;)1 끌어간다는 것으로 끈원을 하 

늘에 두고 대중을 임무로 재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그는 

유교의 종교적 근거를 마음의 일치에 정 립시켜， “천지와 민물은 한 

끈원에서 함께 나오니， 통해와 북해 사이로 떨어져 있어도 미음이 같 

고 이체가 같다 성인은 내 마음이 감이 하는 바를 먼저 턴은 자이 

나， 그러므로 그 같이 하는 바를 미루어 가르침을 삼는다"l:iJ고 밝혔 

다. 마음의 일치를 통해 성인과 나의 일치， 하늘과 성인의 띈치를 확 

언함으로써 보편적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은 바로， 마음설 중심으 

로 하여 우주의 통일된 질서를 제시하는 양명학적 이해로 니아갈 수 

있는 젤을 열어놓고 있다. 여기서 ‘마음이 같고 이치가 같다’(心同理 

同)고 인식하는 그의 마음 개념에서는 개인의 마음이 우주외 일체를 

이루고， 동시에 모든 인간 사이째서도 서로 일치하기를 지향딴다. 

박은석은 1909년에 발표한 「유교구신론J (f需敎求新論)에서 유교개 

혁론의 핵심을 。}루는 기본과제를 3조목으로 집약시켜 제삭하고 었 

다 여 71 서 그는 유교가 개혁하여 새로워지는 ‘개량구신'(改 1"1 求新)을 

12) "朴싶(中)， pp_ 29-30, ‘學規新論， 論雄持宗敎’， “韓之宗敎， 夫子之道t[l ， … 至於
宗쳤，僅存名팀，國之元氣，亦由是而쫓띔” 

13) 얘~~~(中)， p. 414, ‘議갑文펌， 宗￥칩兌’， “蓋敎者， 뿔 A代天立言‘ 以關후民者也" 

l-'Í) lbid‘’ “天地萬빼， 同出一w" 東海北海， 心同理同， 떻人先得我/L、之JiJT[듭 I f ~평， 故推
其所同쩍;、者， 而웰之敎” 여기서 말한 ‘心同-뻗同'01 라는 언급은 모든 ’H채 사이 

에 서로 갇은 보편적인 o}읍의 확인으로서‘ 바로 陸象山의 마음개낚 을 끌어들 

인 것이다"象山全集~， ‘年諸'(1 3세條)， “宇富便是홈心， 홈心흉n是宇솥? 東海有뿔 

AtB馬. Jlt，~、同也，ll:’강里同也， 西海有聖人出뀔， J]:t;c.、同也. Jl:않뿜同也， 南 ;i~北海有聖

A님}펄， J!:li C.、同也， Jl:t理同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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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융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할 것임을 경 

고하면서， “차라리 여러 선배에게 죄를 받고 유림파에 노여움을 얻을 

지언정， 차마 공자의 도가 끝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을 참을 수 없 

을 뿐이다"15)라고 하여， 당시의 보수적 유림과 맞셔서 유교를 살려내 

기 위해 유교개혁을 추구하겠다는 존망의 위기에 놓인 유교를 구출 

하기 위한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그가 채시한 「유교구신론」의 3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림파의 정신이 오로지 임금에게로 지향하고 인민사회에 널 

리 미치려는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예기dJ(禮運) 

에서 제시되는 공자의 대동(大同)의 의라와 『맹자dJ(盡心下)에서 “백성 

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요 임금은 가볍다."(民寫貴， 社樓次之， 君

寫輕)는 언급에서 보여주는 맹자의 중민(重民)의 이론이 인빈에게 널 

리 미치려는 정신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실천을 요구하였다. 

둘째， 공자가 천하를 두루 돌며 천하를 바꾸고자 하던 신념(主義) 

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아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나를 찾는 

다"(댈我求童豪， 童豪求我. <周易; 豪합>)라는 신념을 지킨다는 비 

활동적이고 소극적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에 대해 그는 16세기 

말의 유학자 조헌(重뿔 趙‘憲)이 율곡의 『격 몽요결dJ(擊豪要訊)을 가지 

고 여행길의 숙소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제 독서를 권하며 설명하 

였던 것처럼 혈성(血誠)과 활볍(活法)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유교가 간단하고 쉬우며 직접적이고 절실한(簡易直 

載) 가르침 을 요구하지 않고， 흩어지 고 빙-만한(支離규漫) 공부를 오로 

지 숭상함으로써 학풍과 학문방법이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주자학의 방만하게 흩어진 방법을 벗어나서 양병학의 간 

단하고 절실한 요점의 방볍을 개혁의 원려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6) 

15) ~朴全~(下)， p. 44, ‘ f需敎求新論’.

16) w朴全~(下)， p 46, ‘{需敎求新論’. 여기서 박은식은 簡易直載한 방볍을 제시한 유 

교의 가르침으로서~주역』에서 “쉽고 간단하나 천하의 이치를 얻는다"(易簡， 

rm天下之理得웃.<廳靜上>)하고， 공자가 “하나로 꿰뚫는다~'(-以촬之<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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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구신론」에서 제시한 유교개혁의 3대 문제를 요약해펴면 첫째， 

군주중심을 벗어나 인민중심으로의 전환이요， 둘째， 소극적 례쇄성을 

벗어니 적극적 전파활동을 추구함이요， 셋째， 산만한 주자1피의 학풍 

을 벗써나 간단하고 절실한 양명학의 학풍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밝 

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 사회의식， 행동적 선교활동j 및 주체 

적 신념의 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아다 이처럼 박은식은 「유교구신 

론」에서 유교개혁의 이론적 기반을 한마디로 양명학의 신념 위에 정 

립하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양명학적 유교개혁론의 영역을 깨척하였 

던 것() 1 라 할 수 있다. 

박은식은 자신이 양명학적 신념을 확립하였던 시기에 뒤이어， 

1909년 9월 ‘대동교’(大同敎)라는 종교단체를 조직하였다 걷 픈 해 10 

월 10일(음력 8월 27일) 대동교의 종교부장안 박은식은 ‘공 1F자 탄신 

기념회’에 강연을 하면서 대동교의 연원과 종지 및 발전방1~1 을 제시 

하였다. 여기서 그는 대통교의 종지를 밝히면서， “성인의 111 음은 천 

지와 딴불로 일체를 삼는 것이니， 천지 · 만물을 일체로 섭는 어진 

댁(仁)을 미루어 천하에 가르침을 세우되‘ 사람마다 고퓨한 F!-심의 밝 

음에 근거하여 열어주고 이끌어주어 그 신체(形體)의 사사쿄움과 물 

욕의 은폐를 다스려서 그 섬체(心體)의 같음을 회복하띤 천~)I-의 시-람 

이 어진 덕에 함께 돌아가샤 태평의 복락을 함께 누리는 간이다"17) 

라고 께시하였다. 그것은 마음을 본체로 우주 · 만물과 더불까 일체를 

이루는 양명학의 유섬론적 일체론이좌， 분열과 혼란의 시대;침 통합으 

로 이딸어가기 위한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고， 맹자가 “대체(大體를 먼저 세운다"(先立乎大者<萬章上>)하끄， 程子가 

“지키는 바가 간략하지 않으면 넘쳐흘러 공효가 없다"(所守不約， t凡ili 無功)하고， 

펀祖禹가 “학자는 반드시 요령을 아는데 힘써야 하니， 요령을 알면 넉넉히 넓 

게 함을 다할 수 있다"(學者必務知要， 知要~IJ足以盡博)고 하는 언급월 을 들어보 

이끄 있다‘ 

17) "'朴全~(下ì， pp. 59-60, ‘孔夫子꿇辰紀念會講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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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강(법彈)운동시기의 양명학 언식 
- 유언식(柳寅植) .김원극(金源極) .최남선(崔南善) 등 

1910년 전후로 활동하던 유·교지식인들 사이에 진보적 개혁사상가 

들은 자강운동 내지 애국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 자식인들 

가운데 박은식은 양명학을 유교개혁론의 근거로 확고하게 정립하고 

표방하였지만， 다른 지식인들은 양명학에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더 

라도 그다지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양 

명학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한국사회에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희망을 크게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자강운 

동의 시기에 양명학에 대한 판심이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김택영(金澤榮) . 장지연(張志淵) . 유인식(柳寅t폐 · 김원극(金源極) . 최 

남선(崔南善)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유인식(柳寅t폐 · 김 

원극(金源極) . 최남선(崔南善)의 경우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1. 유인식(東山 柳寅植， 1865-1928)외 양명학 인식 

유인식은 안동 출신의 영남 도학자에서 1903년 서울에 올라왔다가 

자강사상으로 전환하였던 인불이다. 그는 일제의 침략으로 국가의 멸 

망을 목도하면서， 「태식록J(太息錄)을 지어서 조선사회의 현설적 문제 

점을 통렬하게 성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그는 양명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인식은 「태식록」에서 우리나라의 폐습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폐 

습의 원인을 성찰하면서， 조선왕조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정부와 유 

림의 부패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당면 문제에 대한 책임야 오로지 

유림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그는 조선사회가 주자학의 학풍을 

추종하면서 심각한 폐단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여， ‘“존덕성’(尊 

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은 마치 새의 양쪽 날개나 수레의 두 바퀴 와 

같으니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을 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주자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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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이 ‘존덕성’(尊德性)만을 오로지 주장한다고 하여 배칙，카였던 것 

이 다. 만약 i도문학’(道問學} 한쪽만 오로지 주장하여 ‘존덕 샌 ’을 버 린 

다면， 그 폐단은 도리어 육상산의 학풍보다 더욱 심할 것이마"18)라고 

하였다‘ 그만큼 주자학의 말류는 ‘도문학’의 한 쪽에 치우 버 육상산 

보다 더 심한 폐단을 낳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의 주자학적 전통이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학설은 단지 구이지학(口耳之學)만 일삼고 ‘성 섣’할 줄을 

모르니， 교정하는 바도 용모나 말씨의 말단일 뿐이요， 분석파는 바도 

글자품이(렁iI굶)와 주석(塞註)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는 버린 것 같고， 세상을 경륜하는 도구는 막막하다. 곽민의 큰 

계책으로 말해도 알지 못하고， 세계의 형편으로 불어도 딴지 못한 

다"19)라고 하여， 주자학은 이미 폐단이 누적되어 이 시대에 네 무기력 

한 것으로 폐지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는 새로 

운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는 “명나라 가겪(嘉靖. 世

宗) 연간에 중국의 하계는 송 · 원의 말폐를 답습하여 폐단끽 습관이 

날로 심해졌다. 그래서 왕양명은 ‘양지’의 설을 주창하고 육상산의 

학풍쓸 오로지 주장하니， 그 후 중국한자들은 모두 추존했디 명 · 청 

사이에 위대한 인불과 통달한 선비의 공적과 사업이 융성바고 빛난 

것은 모두 왕양명의 계파에서 나왔다. 무릇 그 학문은 분발:싸여 떨쳐 

나오며 직접적이요 명철하고 성실험-은 우리나라의 지루하끄 끌어다 

붙이 눈 것과는 다르다"20)고 하여， 양명 학이 역사적으로 주까학의 폐 

단을 극복하였던 사례를 중국에서 찾고 있다. 또한 일본에셔 명치유 

신(明治維新)을 주도한 인물들이 ‘진취’(進就)를 주의(主義닙 L 삼았던 

18) 팩山全뿔'i下)， p. 101 , ‘太息錄’， “鄭惠性道問學， 如鳥靈車輪， 不可펴l廢， 故朱子

以陸￡之專主尊德性jffifl;之也， 若흉흉主道問學-邊， 而遺去P衝惠性， 則lt'뿔反有甚於 

陸學옷” 

19) lbld. , “我國學說， 徒事口耳， 不쩌1省察， )팎檢뼈者， 容親群氣之末而E'.， 所렘j析者， 

힘11話쫓註之間而E.， 治心之工則慶如也， *띔世之具則홈然也， 語之J，:)，國B;.I;:H則不知，

問之以世界形便ßIJ不知"

20) Ib써， “有明嘉靖間， 中國學界醫宋元之末失， 慶習日滋， 故王陽明f읍良知之說， 而專

主|崔學， 其後中l행學者皆宗之， 明淸間偉A達t之勳業隆'#4， 皆出王派， 大振其學，

發揚iN원勳， 直提明誠， 不{以됐國之支離附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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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명나라가 멸망할 무렵 절강<ì折江)지방 선비들이 일본으로 

망명가서 학설을 전파하여 이루어진 양명학파로 추측하고 있다 21) 이 

처럼 그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이끌어간 인물들이 진취적 정신을 지 

닌 양명학자로 인식하여， 양명학을 주자학에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사상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유인식은 당시 우리나라 유교지식인의 현실상황을 점검하면서， 중 

년 이상은 그 사상이 부패하고 고질이 이미 깊어서 떨치고 일어나기 

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기상이 활발하고 사상이 청신한 청년 

에게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걸었다. 이처럼 그는 기성세대의 변혁가 

능성에 절망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진화’(進化)의 원리 

와 ‘민권’(民權)의 주의(主義)가 시대정신이 되는 20세기 이후의 서대 

에서 옛 질서를 혁신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책임을 담당할 선각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선각자의 션례로서 

일본에서 명치유신을 이끌어갔던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과 이타가 

끼 타이쓰께(板桓退助)와 중국에서 만주정부(淸朝)를 무너뜨린 민국 

(民國)혁명을 주도하였던 인물로 양계초(梁양超) . 강유위(康有월) . 손 

문(孫文) . 황준헌(黃進憲)을 들고 있다 22) 그렇다면 그는 양병 학을 새 

로운 유교개혁의 기반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양 

명학을 천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개혁 

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유인식은 1919년 양계초의 시무학당(時務學堂)에서 내걸었던 「학기」 

(學記)를 참조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배우는데 펼요로 하는 과제를 선 

정하여 15조의 「학범 J(學範)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유학의 새 

로운 방향으로서 ‘심학’(心學)에 깊은 관심과 긍정적 이해를 보이고 

있다. 곧 그는 “후세의 유학자(주자학자)는 ‘존덕성’을 버리고 선종(禮 

宗) 또는 육상산의 학풍(陸學)이 라 지 목하면서 , 마음을 다스리 는데 전 

혀 어둡게 되어， 번쇄한 문장과 의리에 얽매어 근본은 잃어버렸다"23) 

21) Ibid. , “홉觀明史， 뿔順末i折江士者， 逃옮L행bì每， 皆入日本長뼈， 大}젊쩔~rc~:다， 今明

治維新諸賢， 皆以進就寫主義， 必是王學派也"

22) r東山全書.J(下)， p. 109, ‘太息錄’? “日本明治之維新， 由於吉田 · 板j브， 中 l행之뺏減 

滿政떠:’ 由於梁 • 康 · 孫 • 黃， 而f嚴然成一大民國， 此其已事之易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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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주자학의 공허하고 번쇄함을· 철저히 비판하였다. 

여기서 유인식은 중국사상사에서 왕양명이 원，명시대씌 학술이 

공허힌- 말에 빠지고 지엽적이고 고증적인데 빠진 폐단을 -덕·복한 역 

할을 크제 중시하여， “왕양명은 크게 휘둘러 한번 쓸어내‘ l;~ 하나와 

학설을- 주창하니， ‘치양지’요; ‘지챙합일’이며， 오늘에까지 양명학은 

천하에 두루 퍼져 있고， 정자 · 주자는 빼앗기고 말았다"2까끄 하여， 

이미 양명학이 주자학을 완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셔1시하고 

있다 그만큼 유인식은 주자학의 ;종국을 확인하고， 그에 째치할 수 

있는 유학의 학풍으로 양명학의 위치를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 실 

제로 1910년대 전후 자강사상가 가운데는 박은식 다음으로 유인식이 

강력히-제 양명학을 표출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양 

명학의 역사적 역할과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성공적 사례츄 인정하 

고 증시하지만， 양명학을 기반으로 지-신이 추구하는 개혁사싱을 이론 

화하지 않았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았다. 그것은 서양문불피 주도하 

는 새로운 시대질서에 양명학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에 때한 별다른 돼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1斗， 

2 낌원극(金源極: 생볼년 미상)의 양병학 인식 

김원극은 함경도 출신 유학자로 박은식에 이어 1910년에 『서북학 

회월보dJ(西北學會月報)의 주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서 육학회월 

보~(l -l9)에 t 왕양병학론J(王陽明學論)을 발표하여， 양명학쉰 윤리학 

으로 규정하고‘ 주자와 왕양명의 학설상 차이점을 주자의 "01 기병존 

론’(理氣借存論)과 왕양명의 ‘이기합일론’으로 제시하였으며 J 왕양명 

의 학문은 바로 ‘심’(心)을 밝히는 꽁부 이외에는 없다고 파인한다. 

또한 그는 왕양명의 핵심 주장을 규쩡하여， “만사의 선 · 악휠 바르게 

함에는 오직 ‘양지’ 외애는 없는지라 ‘양지’가 곧 도덕의 꾀준이 된 

23) f東山全書.I(下)， p. 111, ‘學範’， ‘後偶遺때鄭‘휠性， 指寫輝宗， 目馬陸學 全味治心，

激*똥於零X~업義， 而걱ζ原~IJ亡옷 ” 

24) ü'東山全書.I(下)， p. 119, ‘學範’， “王陽明揮那而)歸之 엽出-學說， Eti~良知， 티 

知行合一， 至子今王學遍天下， 而程朱被:훌훌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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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며， 왕양명이 사람의 ‘양지’가 초목이나 와석(互石)의 ‘양지’ 

와 같다고 하는 것은 “불가(佛家)의 산천 · 초목이 다 불성(佛性)이라 

함과 같으니， 이것은 불교 속에서 얻어온 학력(學力)이다. 그러므로 

양명의 사고한 바와 같다면 사람만 도덕적 생물이 아니라 초목 i 와 

석도 또한 도덕적 사물이 될 것이니， 이것은 양명의 지식도 미치지 

못한 자리라 할 것이다"25)라고 하여， 왕양명의 ‘양지’이론이 불교와 

같은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결과는 사물까지 도덕적 존재로 인정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그는 양명학의 기본 

이론으로 ‘심즉리’ 치양지’ · ‘지행합일’을 담담하게 설명하면서 기 

본적으로 양명학에 호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양명학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까지 지적하는 객관적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그는 『서북학회월보~(l-20)에 「명대제유(明代諸備)의 학설」을 

실었는데， 여기서 그는 왕양명과 나정암 두 사람의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왕양명의 ‘지행합일론’의 근거는 ‘심즉리’의 이론 

이라 지적하고， “‘섬즉리’의 설로써 불가의 이른바 ‘마음 바깥에 별개 

의 법아 없다’(心外無別法)， ‘삼계는 오직 한 마음이다’(三界‘lit~'L、)라 

는 말에 말마암아 깨달온 것이라 하며， 또 선생이 문의(文義) 위에서 

천착함을 몰아내고 자가심상(멈家心上)에 체인함을 요구하여， ‘교외별 

전(敎外딩1J1-專)，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섬(直指A心)， 견성성불(見性 

成佛)’이라 하는 설과 동일하다 ... 유 · 불(偏佛)의 이치가 왕왕 서로 

부합함은 왼래 당연한 이치다 선생이 우연히 진리가 있는 자리를 보 

고서 불교로부터 유가의 본령을 깨달아， 털끝만큼의 럴고 보탬이 없 

고， 유설(f需說)을 가미하였으나， 타산(他山)의 돌을 발려서 자가의 옥 

을 연마함과 같다. 그 광명을 발휘함이 있을 뿐이다~'2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양병학의 ‘양지’개념이나 ‘심즉리설’이 불교와 일치하는 것이 

25) ~西北學會月報~(1-19) ， pp. 17-19. 

26) w西北學會月報~(l-20) ， pp. 17-18. w西北學會月報J(1-20)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정 

본이다. 金源極의 논설을 비롯하여， 뒤에 서술할 홉泰熙의 저술과 논설 및 종;좌 

山 · 崔南善의 논설 자료는 盧官파 박사가 제공해준 것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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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불교의 열향을 받아 유교의 진리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삭은 김원 

극의 꼭특한 해석이라 할 수 었다. 그동안 주자학에서 양명펙을 비판 

활 i때는 모두가 업을 모아 양명학을 션학(i彈學)이라 규정하였고， 정제 

두는 01 러한 비판에 반박하면서 선학과 양명학이 본질적쓰로 다른 

것임을 깅조하였던 일이 있다. 그러나 김원극은 1910년에 섹서는 양 

명학을 소개허면서 불교와 차별화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셈정의 변 

화를 드러내고 있으며， 오히려 그는 불교와 연관성을 강조깐으로써， 

“천자 사약 에 ‘도’는 하나일 뿐이 다”라고 주장하면서 유 · 블 융화론 

파 엽장쉐서 영:명학의 진실성을 확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최남션(六堂 崔南善， 1890-1957)의 양명학 인식 

최남선은 1911년 자신이 간행하던 『소년』에 「왕학(王學) 제창에 대 

하여 J 라는 글을 실었다， 최남선의 일생에서 양명학의 이해까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얄 수 없지만， 야 한 펀의 글에서 그는 새로ff 시대의 

희망으로 ‘양명학’을 주창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T:i-. 그는 

조산후거의 유혁-을 이끌어가던 주자학자들에 대해 극심한 평오를 표 

펀하여‘ “근 몇백년 이래의 션인(先八)틀은 온갖 광채 있는 텔에는 궁 

극한 파펴자요i 이익 있을 일에는 궁극한 저알자(펌道者)이없 lε다 ... 

사람에게 활기를 주고 세상에 의기(義氣)가 차게 할 만큼 힘 있는 것 

아면， ‘아이구 그것이 생겨냐서 어떡하제’ 하여， 싹이 나끼 젠부터 호 

미칠을 하고， 줄기자 뻗기 전부터 도끼칠을 하도다"27)라고 하였다. 

아 주자학자들은 지-기의 주장과 다른 것은 무엇이나 ‘사문닫석’(斯文 

亂械)으로 블아 파괴하였고， 마침내는 그 독 이빨에 물린 f「교 안의 

사상야 랑양명약 ‘양져학’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냐의 분파(派〉나 하나의 종파(宗)에 구애받지 않고 ;’l 폭교나 

풀교 뜯 어떤 종교나 어떤 윤리도 모두 받아들여 취사선택 1한 수 있 

디는 입장에서， 굽야 양r영혁 을 제창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닐. 곧 “더 

욱 빨리 ‘거 무감각 무기력한 죽음의 구렁에새 꿈꾸는 사람힘 마음을 

27) 崔序1善 r王學 提P겹애 對하여」， r소년』 제4년， 제2권(191 1. 5. 15), P 1. *오늘 

의 어볍애 맞추어 약간 고치고 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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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시키고 힘을 고무하여 발동하게 하는 데 뚜렷한 효과와 확실한 

정험이 있을 ‘양지’를 이루고， 거짓 행위를 제거하는 양명자(陽明子) 

의 발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뜻하는 사람이 없는 듯하기로， 남들이 다 

른 약으로써 거기 해당한 병을 고치려 할 때에， 얼마동안 우리는 。1

약을 갈고 쩡고， 뜸뜨고 구워서， 여기 해당한 부어오른 곳을 온전히 

되살아나게 하고자 할 뿐이다"28)라고 하여， ‘양지학’을 통해 무기력 

함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일으키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의도와 더불어， 다른 방법이 었다하더라도 우리의 시대적 병통을 치 

유하는 방법에 남들이 잊어버려고 있는 양명학을 한번 시험하겠다는 

뜻임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그는 양명학을 위해 양명학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법의 하나르 양 

명학을 선택하여 표방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최 남선은 왕양맹 을 ‘사문’(斯文)의 후맥(後服)이 요， ‘오도’(흙道)의 

직통(直統)이라 전제하고1 “왕자(王子)의 학(學)과 설(說)은 공정하고 

넓으며 명쾌하고 통달하는(公博快陽) 점에서 펀하기 무선전신이요， 강 

병하고 직접적인(簡明直載) 챔에서 빠르기 장안 큰 길(長安*道) 같음 

에랴 ... 대개 가장 쉬운 길로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옳은 곳애 가 

장 잘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도’이거늘， 왕자의 배움은 야 혀려 

가지 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만함일세니라"29)고 하여， 왕양병올 6왕 

자’(王子)라고 높이고， 왕양명의 학설야 지닌 가장 탁월한 점으로 ι공 

부쾌창’(公博快陽)함과 ‘간명직절’(簡明直載)함의 요건을 장조혀였다 

그것은 바로 양명학이 명쾌하고 간명하여 쉽게 실천할 수 었는 길을 

제시해주는 것임을 중시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또한 그는 ‘정성’(誠)을 우주의 생명이 박힌 곳이라 택고，세력 i 

(力)플 우주의 동작이 나오는 곳이라 강조하면서， “왕자의 ‘학’은 ; 

아무에게든지 지극한 정성과 굳센 세력을 줌에는 과띤 탁월한 무엇 

이 있다”라고 하여， 양명학이 ‘정성’과 ‘세력’을 제공해주는 웬천아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c) 1 에 따라 그는 “정성과 세력 두 기-착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면， 남이야 아무리 ‘매미까 울고 개구려가 

28) lbid.‘’ pp. 6-7. 

29) lbid .•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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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끄럽다’(輝嗚峰맺)고 하거 나， ‘홍수가 흘러 가고 파도가 덕 쳐 온다’ 

(洪流쭉波)고 하더라도 이 때에는 목숨의 신령한 흐름이니， 아무려나 

하라고 해라. 우리는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것이다"30)라 

고 하였다 양명학이 ‘정성’과 ‘세력’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띤， 사람들 

이 아무리 비웃거나 위험시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양명학이 바르다는 

신념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남선은 나라가 망하고 난 직후 

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양명학으로 제시하였던 핏이며， 그 

것은 양명학이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료 가장 유 

용한 길이라 판단하여 선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IV. 강화학파의 계승 
- 이건방(李建芳)과 정인보(鄭寅普) 

1. 이건방(李建芳)의 양명학 인식 

。l 간방(蘭삼 李建芳， 1861-1913)은 20세기 초에 강화학파털- 계승하 

여 활동하였던 인물로서 정인보(鄭寅普)에게 강화학파의 학IE을 계승 

시켜 양명학을 크게 표방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건밤은 r원론J(原 

論) 4편을 저술하였는데， 이 저술에서 그는 급격한 시대변펀과 국가 

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양명학을 표면으로 전혀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양명학적 신념 위에서 급변하는 사태현실에 대처해야 할 멧향을 제 

시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견해는 20세기 초의 역사킬 상황 속 

에서 양명학적 시대인식과 대처방법을 가장 절실하게 드러꾀준 것으 

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곧 이건방은 당면한 시대를 무리(群)가 경쟁하고， 강자/’] 약자를 

병탄하는 진화론적 법칙(天演之公例， 物鏡之原則)이 펼연외 현실임을 

직시하면서， 약(弱)하고 졸(抽)한 우리나라가 강자에게 병탄펴어 멸망 

하지 많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당시 조선사회의 지식인의 행동양상 

30) lbia’ ,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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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개화파(開化派)를 ‘스스로 서무를 안다고 하는 자’(딩謂識時 

通務者)들은 모두가 경박하고 바른 행실이 없으며 진출하여 일 벌여 

기를 좋아하고 명분을 가장히여 이욕을 추구하고 외세를 빙자하여 

위협하고 임금을 현혹하여 권위를 차지하고서 드디어 외국인의 앞잡 

이가 되어 몰래 결탁하여 팔아넘기는 재앙을 초래하였다고 규정하였 

으며， 수구파(守舊派)는 ‘바른 의론을 한다는 션비’(淸議之士)이지만 

세계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지난날 관문을 닫고 자신을 지키는 것(閒 

關엽守)을 최상의 의리(第-義請)로 삼으면서， 동양과 다른 외국의 풍 

속과 종교나 문물제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법과 언륜을 무너뜨려는 

일에 대해 일체 치지도외하고 그 까닭을 살피지 않으며， 해외의 사정 

에 깜깜하여 저들 열강의 진화가 날로 변성하고 정치약 법률아 밝게 

닦여지며 군대가 확장되고 전선(電信)이다 철도의 교통과 산업이 발 

달하는데도 여전히 나태한 풍속은 예전대로이고， 허 위를 꾸며 실리 

(實理)를 막아서 백성의 지식이 열리지 않고 사무가 확장되지 않아 

멸망의 재앙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31) 

그는 ‘도’의 기준이 되는 4성인의 도’를 정의하여* “무룻 성인의 

‘도’는 보통사람의 경우와 달라서 고매하끼를 구하지 않으며， 반드시 

사람의 감정에 합치하기를 구한다 그러므로 그 ;도1가 됨은 명백하 

고 평이하여， 말로 하면 백성이 기뻐하자 않음아 없고 행하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꺼2)고 하였다. 그만큼 ‘도’의 참된 모숨은 번쇄 

한 관념체계 속에서 해병되는 것이 아니라 병백하고 평야한 것임을 

강조하고， 초월적인 고매한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일치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아 점에서 주자학적 언식을 벗어나는 양 

명학적 의식의 바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방은 ‘심’(心)개념을 재음미하면서， “무릇 마음은 하나인페， 혹 

31) 李建芳 w蘭용存鎬~(청구문화사 영인본)， 권6， pp. 5-6(本書에 쪽수 표시가 없어 

서 임시로 본문의 쪽수를 붙임)， ‘原論(上)’， “自謂識時通務者類‘ 皆浮i혈無行， 千

進喜事 ... 末乃폈藉外勢， 以恐喝威I嘴 ... -種淸議之士， 末能深청宇內形便， 堆

以往日閒關멈守， 뭘第一義調" 

32) Ibid. ‘ p. 11 , ‘!頁論(中)’， “夫聖人之道， 不求異於λ而훨高， 而必求l씨合乎人之↑좁也， 

故其뭘道也， 明白행易， 言ffiî民莫不脫， 行ffiî民좋不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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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같음을 귀하게 여기고， 혹 그 워태로움을 염려하는 것갚 어찌 다 

른 것이 있겠는가. 오직 그 같음을 잃었기 때문에 위댐로워;“1 는 것이 

다. 그 밝음을 은폐하고 그 선량함을 손상시키며， 근본 원끽에 어둡 

고 항상 한 덕에 어그러지변 위태롭지 않음이 없고 혼란하끼 않음이 

없다"33)고 하였다. 마음이 하나로 같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르 왕양명 

이 “성인의 마음은 천지 만물로 일체를 삼는다 ... 성인은 :) 1 를(사람 

의 마음이 사사로움과 물욕으로 가리워짐) 근심하여， 이 때판에 천지 

만물질 일체로 하는 ‘인’(仁)으로 천하를 가르쳐， 모두가 그 사사로움 

을 극복하고 그 가려움을 제거하게 하여 마음의 본체가 같쉰을 회복 

하게 하고자 하였다"34)라고 말하는 ‘천지 만물을 일체로 /넘는’ 성인 

의 마음이요， 성인의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체가 같음)ι、體之同 

然)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이건방은 ‘마음의 끼」음’을 질 

곡〈桂뺨)시키는 것이 거젓된 ‘도’와 ‘의’(假道義)를 말하는 끼이라 하 

고， 참된 ‘도’와 ‘의’를 말하는 것은 ‘마음의 갈음’을 따르한 것이라 

대립시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따음먹 같음’을 

얻은 자는 약함을 강하게 변혁하고 국가의 치욕을 씻으며， 다l생을 보 

전하는 참된 ‘도’와 ‘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나라가 망하더라 

도 저들(서양)은 배울 수 없다"(國雖亡， 不可以學彼也)하-고， 샤투를 자 

르지 않거나(不렸IJ髮) 양복을 입지 않은 것(不被縮)으로 몸살 깨끗이 

지켰다는 수구파의 보수적 도학자는 ‘마음의 같음’을 잃은 까임을 말 

하는 것이다. 

따라셔 이건방은 누구나 그 악함을 알 수 있는 ‘반란의 F·리’보다， 

오히려 ‘도의를 지키는 선비’로 자처하는 도학자들이 세상쉰- 속이고 

백성을 그릇되게 이끌고 있는데 대해 그 ‘도’와 ‘의’가 거짓웬을 신랄 

히-체 바판하고 있다. 곧 도학자들이 주자를 끌어들여 자기 할- 추종하 

33) “id., pp. 12-13, ‘ 1京듬해(中)’， “夫心-也， 而或貴其同然， 或慮、其危始흙， 뿔有他했， 

↑t 횟;其同然， 故所以危也， 敵其明而狀其良， 쩌〈本則而뿜常德， &IJ無之규îf危， 無之

대Iff휩Lt디” 

34) W{합習錄，J， 卷中， ‘答顧東橋書’， “夫띨人之心， 以天地萬物罵{體‘· 뭔A有憂之， 

是以推其天i也萬物-體之仁以敎天下， f쳤r皆有以克其私， 去其敵， 以ml~G、體之同

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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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자들에 대해 주자를 배반한 죄인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비 

판하고， 나아가 주자학자들이야말로 주자의 죄인임을 지적하여， “참 

람하게 ‘대의’(大義)의 이론으로 조종(祖宗)애 휘호(做號)를 덧붙이며， 

지자(支子 觸長子가 아닌 자식)니 서자(딸、子)니 하여 임금을 핍박하 

고，[禮짧에 서 西人禮說] 망녕 된 말을 ‘북벌’(北代)에 칭 탁하며 , 명 나라 

황제를 사묘(私願)에 제시하는데[華陽洞 萬東1朝의 경우] 이르니， 성인 

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며， 분수를 범하고 둑을 넘은 것이다. 이는 진 

실로 주자의 죄인이요， 춘추의 죄인인데， 도리어 춘추의 존엄함을 옆 

에 끼고 주자의 중대함을 빙자한다"35)고 하였다. 여기서 이건방이 조 

선시대 유교사상 속에서 주자학이 일으킨 폐단에 대해 얼마나 철저 

한 거부감과 엄중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러나 그는 주자학의 대안(代案)으로서 양명학을 제시하였던 것이 아 

니라， 주자학의 관념적 허위의식을 거짓된 ‘도’와 ‘의’를 말하는 것이 

라 하여， 이를 대체시켜야할 참된 ‘도’와 ‘의’를 ‘마음의 같음’(心同) 

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변혁의 시대에 요구되는 사상의 방향으로 앙: 

명학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정언보(鄭寅普)의 조선열과 양명학 

정 인보(寫풀 鄭寅普， 1893-1950?)는 이 건빙 에 게 수학하여 강화학파 

의 학맥을 계승하여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에 양명학을 적극 표출 

시킨 인물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주자학의 전통은 아직모 강한 

집단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상설히고 비 

판의 표적 으로 뒤 바뀐 상황이 었다. 따라서 1910년대 전후의 자강운동 

시기에 활동하던 이건방은 주자학이 시대편화에 역행하는 양상을 ‘거 

짓된 도의’(假道義)로 정띤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며， 박은식은 양명 

학을 유교개혁의 기반으로 표방하기에 아르렀던 것이다 정인보는 

1930년대 전후의 일제강점기에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며 양명학을 표 

35) lbid. , pp. 45-46, ‘續原論’， “至於慣以大義之說， ÎJO徵號於피B똥 j룰主上以支f1f.‘’ ~t 

홍言於北fJt， 피E明帝於私!햄， 듭띤뿔周上， 千分越f，li ， 是固朱子之罪A也， 짧k之罪A 

也， 而꺼N.挑春秋之尊 藉朱子之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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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였던 중심인물이다. 이련 점에서 지강운동기의 박은식 ,1. 일제강 

점기의 정인보는 20세기 초 양명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 주창한 

두 촉이라 할 수 었다. 

정인보의 양명학 주창은 『양명혁연론.JJ(陽明學演論)을 19뀐년 동아 

일보에 떤재하면서 샘병하게 드러났뜨며， 그것은 박은식의 ，.광양명실 

기.JJ{l 9 1O)와 더불이 20세기 초 양멍학의 채겨l 척 이해를 자 샤하였던 

대표적 저술이다. 아 두 저술의 성격올 대조하여 보면， 박은닉은 『왕 

양명실지』는 왕양명의 딸파 행적을 수록하고 구절마다 자서1 한 안설 

(按說)을 붙여 놓은 왕양명의 전끼(傳記)이다 36) 이에 비해 정안보의 

『양병짝연론』은 크제 보면 양명학의 7R 설， 왕양명의 전기， 양명학의 

핵심이론， 중국양맹학사， 및 조선양명학사에까지 걸치는 다l신한 내용 

을- 집약사쳐 채시하고 있다 37) 가본헤제만 보면 박은식은 장양명을 

본받아야 활 모범으로 표출사카차 위해 왕-양명의 언행을 규1. 헤적으로 

소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 정언보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까 ‘양병 

학1과 ‘양명학사’를 간결히나-마 체계화시킴으로써， 양명학을 1꽉문영역 

의 한 부-분으로 정칙-사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인보는 먼저 조선의 학문전통을 성찰하변서， 조선어l 서 쥬자학의 

학풍을 탐욕얘 빠진 위선적 ‘사영파’(私營派)와 사대주의에 센은 예속 

적 ‘존화파’(찰華派)의 두 흐름으로 규정하여 그 폐단을 비핀 t잡으로써 

양명학이 요천되는 발판을 확보하고 있다. 

b조전 수랙년간 한문으로는 유한.01 J1_, 유학으로는 오작 정 · 듀 '1 程朱) 

를 신봉하였i되， 신봉의 펴!단은 대새 두 갈래로 나뉘었으니， 하샤 는 그 

학설을 받아 자치t 自家) 편악를 도모하려는 ;사영파’요， 하나는 그 꽉설을 

배워 종화f中華) 적섣〈爾傳)을 이 땅애 드랴 우자는 i존화파’이다 _.-r 러므 

:36) 金i~~、鎬는 rr당챔홉의 「年諸J 〈 1「朴股植숲홉시 F), p. 299)에서 1910년 崔맨 홉이 간행 

하던 갑지 ? J/年』어i f王陽明實記」를 전;애하였으나i 불온서적이라 하셔 압수되 

고; 이 때분페 T少年」誌도 폐간되었다고 하였는데， 광양명의 f專記얀 F王陽明實

記J가 불온/‘}적으로 판전된 이유를 확띤~)l지 못하였다 

37) r 陽明월演論깅은 l 저슬의 緣랩; 2, 양벙학이란 무엇인가， 3 陽明本섣11 ， 4. r大學

問J' 폐本塞w.、쩌， ) 陽明門徒 及 繼ÆS딴 諸賢， 끼 朝蘇陽明學派， 7. k記의 ?장 

으로 구성되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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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생을 몰두하여 ‘심성’을 강론하되 ‘실심’(實心)을 얼러볼 생각이 적 

었고， 일세(一世}를 휘저으며 도의(道義)를 표방하되 자신 밖에는 보이는 

무엇이 없었다 그런즉 시대가 내려오고 풍속이 쇠퇴함을 따라 그 ‘학’ 

(學)은 ‘허학’(虛學)뿐이요， 그 ‘행’(行)은 ‘가행’(f웹T)뿐이니， ‘실심’으로 

보아 그 ‘학‘이 ‘허’(虛)인지라 사사로운 계책(i'l計)으로 보아 ‘실’(實)이 

요， ‘진학’(훌學)으로 보아 그 ‘행’이 ‘가’ (f댔)인지라 거짓 습속(댐f삼)으로 

보아 ‘실’이다 "38) 

여기서 그는 학문과 행실을 ‘공허함’(虛)과 ‘실질’(實)， ‘거짓’( f렀)과 

‘진실’(뚫)로 대립시키면서， 스승 이건방이 주자학을 ‘거짓 도의‘<1렀週 

義)로 비판한 논리를 이어서， 주자학을 ‘허학’(虛學)이요 ‘가행’( 1렀行) 

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비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양명학을 ‘실 

심’(實心)’의 학문으로 확인함으로써， 과거의 공허하고 거짓된 주자학 

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심’으로 민중의 복리(福利)를 도모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여기서 정인보는 양명학의 근본적 성격을 ‘실섬’으로 

파악하여 정의하고 있다. 

“양병의 ‘학’은 ‘심학’이니， ‘십학’이라 하면 ‘십’을 대상으로 삼아서 

고찰하는 것이 아년가 할 것이다. 이것은 근세학술상 술어만을 아는 말이 

다 양명의 ‘심학’은 그런 것이 아니니， 곧 우리의 마음이 타고난 그 본밑 

대로 조그만 협사(快詳: 간사한 마음을 품음)가 없이 살아가는 공부이 

다 "39) 

“양명의 ‘학’이 곧 ·십학‘(心學)이요， ‘심’은 곧 ‘본섬’이요‘ 쉽게 말하 

자면 ‘본믿마음’이다. ‘양지‘가 곧 이것이니， 양명의 이른바 ‘양지는 곧 

마음의 본체라’함이 이를 인(因)함이다 그러므로 양명의 ‘학’은 간이(簡 

易)하며 직절(直載)하여， ‘양지’의 일점직혈(~點直血)로써， 거의 소멸되고 

끊어지게 된 ‘심흔’('L짧을 도로 불러내자는 것이다".iQ) 

38) 다웰園 웹3寅릎全集~(2) ， 연세대 출판부， 1983, p. 114, ‘陽明쩔演論’(원문의 한문 

투를 현대어로 약간 수정함). 

39) lbid. , p. 124. 

40) lbid. , p. 125. 鄭寅普가 ‘實心’을 ‘良知’로 확인하면서 ηL짧’으로 지적하고 있는 

데， 그것은 그가 강조하는 ‘얼’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35-1936 



26 종교학 영구 

이처럼 그는 양명학이 마음애 관한 연구가 아니라， ‘본심’ 곧 ‘본밑 

마음’펙 전심함을 회복하자는 ‘실심’피 공부임을 역설하며， 이 ‘본밑 

마음’뜨르서 ‘실심’을 양맹학의 체계이l 서는 ‘양지’요， 우리 ‘ 1 대의 언 

어에서는 ‘심혼’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는 양명학의 ‘설끽’으로서 

‘양지’를 。!루는 학문방법의 체계를 밝히고 있다. 

“양령의 ‘학’이 크게 동체(同體)를 말하거나， 절실하게 후박(훔힘1을 말 

하거니， ‘병덕’ “친민’ · ‘지지선*을 말하거나， 정신은 오직 ‘치얀:z]’요， 

‘치양지’의 실지 착수하는 곳은 ‘격물·’이나， ‘물’<!j::찌에 ‘격’(格)함이 없을 

진대 ‘지’(知)를 ‘치’(致)할 요로(要路)가 없고， ‘지’없을진대 ‘물’을 격’할 

일천이 없다. 그런즉 그 중 문제되는 것이 이 ‘지’니， 우리로서 이떠한 

t지’가 ε본섬’의 ‘양지’인지 그 변해(햄解)를 어떻게 할까 뜻있는 더는 의 

심하리라 · 별달리 ‘양지’를 고귀考究)할 생각을 말고， 저 홀갚 저만 

아늪 속에 스스로 속이지 못할 곳이 있거든， 분명하거든 ‘양지’료 알라. 

잉1털 깨달았자 그래로 바로잡지 아니하면 점점 조광(照뻐이 흐려 서나니， 

속이는 그 ‘것’이 근절될수록 속일 수 없는 그 자체 점접 더 뚜렷 ~~지라， 

속이려는 ‘것’을 뽑아 속일 수 없는 그 자체를 완성함을 ‘치지’(3!'知)라 

한다 "4 l} 

여기서 그늠 양명학의 모든 둔제는 ‘치양지’에 귀결되는 것이요， 

‘치양지’를 착수하는 자리가 ‘격플’임을 체사하며， ‘치양지’의 ‘지’， 곧 

본심의 ‘양지『를 바로 “저 홀로 저만 아는 속에 속이지 못힐 곳”이라 

하며， 속야려는 거짓됨을 재거히-여 속일 수 없는 진실을 드테내는 것 

여 바~~ ‘양지’를 밝혀내는 방법이라 확언하고 있다. 그만큼 ·양지’는 

핸 점 거짓도 없는 진실한 ‘설심’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인보는 『양명학연론』어l 샤 왕양명의 문인들과 천나라 때 

까치 계승된 양명학자들을 다양하체 소개하여 중국 양명학사를 개관 

하고 썼으며， 특히 ‘조선 양명학파’를 다루면서 3유형으로 F분하는 

년 통아일보에 연채한 Cs천년간 조선의 얼」에서 제기하고 있는 ‘얼’온 민족정 

선으로시 ‘조선펠이며， 또한 ‘鷹心‘인 ‘良知’요 ‘， G짧’으로 이해할 f 있을 것 
이다 

-4 1) lbid. , pp , 133-134. 



근대적 변혁기외 한국양명학 27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곧 @ 뚜렷한 저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 

면 그 언론에라도 분명히 증거할 만한 것이 있어서 바같에서는 볼랐 

을지라도 양명학파라 하기에 의심없는 이들. 최명길(遭川 崔嗚吉) ‘ 

장유(짧삽 張維) . 정 제 두〈露갑 鄭齊斗) . 이 광신<tê.濟 李탤 !ii:) , 김 택 수 

(金澤秀)가 이 에 속함.(2) 양명 학을 비난한 말이 있는데 전후를 종합 

하여 보면 이는 속이는 말이라 속으로는 양명학을 주장하던 것을 71. 
릴 수 없는 것이 있는 이들. 이광샤(圓峰 李똘師) . 이영익이言짧 李令

翊) . 이충익(淑園 李忠翊)이 이에 속함，@ 양명학을 일언반구도 끌얘 

들인 적이 없고 높이 받드는 바는 주자에 있지만， 양병을 얄하착 아 

니하되 그 평생 주장의 중심꾀는 정신을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양명 

학임을 알 수 있는 이들. 홍대용(港幹 洪大容)이 어에 속함.42) 야러한 

‘조선 양명학파’의 분류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핸 것킨자 

또는 얼마나 균형 있는 분류체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륜 댐켈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인보에 의해 ‘조선 양명학파’가 처음으로 쩨 

기되어 일정한 체계로 분류되고 서술되었다는 사실 한 가자딴 하태 

라도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설제로 ‘조선 양명학파’란 정언보 

의 서술에서 비로소 한국사상사의 지평 위에 떠오르게 되었고， 한국 

사상사의 한 줄기로 자리 잡거 시작하였던 것이라 할 수 였다. 

V. 일제하 책석언의 양명학 어해 
• 설탬혁‘송정우 퉁 

일제의 식먼지배가 안정기에 들어선 1920-1930년대외 7-샘사회에 

서는 당시 유교지식인들 사야에는 신문 , 잡자의 지면올 통해 양명학 

에 대한 논의가 자주 등장하였다. 이들의 양명학에 대한 야해태도는 

두 가지 양상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하냐는 양명학을 흉책 당사 조 

선인의 침체된 유교적 의식에 새로운 활력을 고취하거다 만족댁식을 

각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대돼 현살을 헤쳐 

42) lbid , pp ‘ 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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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의 하나로 양명학에 대한 신념을 가졌거나 깊은 :ι의적 이 

해를 가졌던 입장이라 할 수 있으며， 설태희(時泰熙) . 길쟁 f인(吉星 

山 A) 등에서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유교사상 

내지 동양사상의 지식체계 속에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양명딱에 대해 

편파작 거부감에서 벗어나 객관적 기술을 하는 입장이며， 양명학에 

대한 신념이나 특별한 호감을 보이지는 않으나 양명학을 j개함으로 

써 대중적 관심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은 사실끼다. 이러 

한 경 우로 강춘산(姜春山)을 찾아볼 수 있다. 

1. 설태희(反求室 홉￥泰熙， 1875-19??) 

설태희는 함경남도 단천(端) 11)출신의 유학자로 1900-1930년대에 상 

당수의 저술을 남겼고 여러 신문과 잡지의 지변에 논설을 발표하였 

던 활동의 자취가 확인된다 그는 양명학에 대해 이해가 ;i1 었을 뿐 

아니라， 양명학의 이론에 적극 공감하고 폭넓게 수용하였끼만， 양명 

학자료- 자처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자적 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하였 

던 양명학성향의 유학자라 할 수 있겠다 43) 그의 초기 저순인 『대학 

신강의~(大學新講義， 1917)는 양명학꾀 입장을 폭넓게 받아닫이고 있 

43) 현깨 확인된 時泰熙의 저술과 논설을 연대순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j 같다. 

1917序 『大學新講藏， 1939 써댐山房 발행， 新朝蘇社 인쇄， 反求室뽑書， 六챔書 

r:t藏版

1919序 『茶飯更n뽑~， 1939 ，j챔山房 발행， 新朝願d 인쇄， 反求室靈품 六챔書r:t 

藏版

1923. r金뼈濟R의 〈橋敎와 現代〉를 調하고」， F東明」 제2권 제6호( 1923.2.4) 

1932. r陽明思想의 要約」， 『新東亞』 저112권 제 11호0932.11) 

1934序 『學ttv'J辯~， 1939 'J뽑山房 발행， 新朝蘇社 인쇄， 反求室嚴띔 六뺨書r1 

藏版

1935序 r續理氣辯~， 1939 IJ、f홈山房 발행， 新朝願土 인쇄， 反求室靈떨 六格書r:t

藏版

*W 웹'，pJ辯」은 「理氣辯J(906) . r太極辯J . r天圓地方 · 左旅右旅辯A1906) . r 中

庸註*醒J(1911) . r大學辯J . r論語註f辦J . r굶子펌騙」의 7편으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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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이 책의 첫머리아1서 ‘대학신캉의 연구 

법 범례’(大學新講義鼎究法凡例)를 체서하면서 “학자로 하여금 자유 

롭게 체득하여 ‘전’(傳)의 ‘장구’(章句) . '보주’(補註)에 속박을 받지 

않게 하고자 한다"44)고 하여， 주자의 『대학』해석에서 벗어나 자유롭 

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허고 었다. 

또한 그는 “‘치 지 ’〈致知)의 ‘지 ’〈知)자는 ‘온고7-1 신’(溫故知新)의 ‘자 ’ 

가 아니고， 곧 ‘직각’(直覺)의 ‘지’요， ‘직각’은 ‘양지’(良知)가 발현하 

는 것이며， 곧 경험하여 아는 것야 아니다 ... ‘치지’와 본래 의마는 

마땅히 ‘치양지’로 해석하여 二l 겸험의 응용을 촉스로 인식하는 것야 

다"45)라고 하여， ‘치지’의 ‘지?는 ‘양지’가 발현하는 ‘직각‘이요， 주자 

가 말하는 경힘으로 얻어지는 ‘지식’의 ‘지’가 아·님을 강조허-였다. 그 

는 왕양명과 같은 입장으로 e병덕’을 S양지’라 해석하며， ‘찬띤’(親民) 

의 ‘친’(親)자를 정자 · 주차가 ‘신’(新)으로 고친 것을 거부히-고 도로 

ι친’자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6) 그는 tι『대학」어써 

‘격 · 치’(格致)의 본래 뜻과 그 용법의 조리는 모름자가 ‘지행합일’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 일마다 사불미다에 나아가 ‘지’뜰 구하고 
‘행’을 구한다면， ‘지행합일’과 서로 멀리 띨어져 「대학』에서 ‘격 i 치’ 

의 공부를 거의 정험할 수 없을 것이다"47)라고 하여 w대학』의 6격 

물’ · ‘치지’가 왕양명이 말하는 ‘지행합일’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설태희는 ‘격물’(格物)의 ι격 Y格)자를 해석 

하면서 “‘격’은 ‘정’(正)이요 ι지’(펄)아다"48)라고 하여 1 왕잉:명야 。바 

르게 한다’(正)고 해 석하고， 주자가 i이 른다’(至)라고 해석 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그는 왕양명의 『패학』 해석 

44) 짧泰熙 f大學新講義J ， ‘大學新講義鼎究法凡例’， 1, “ Jlt著者所以#합Ii!Jli다究法， 以學

者使之自由體得，不可以被傳，章句·補註之束練也”

45) lbid. , pp. 2-3, “致知之知字， 非溫故知新之tm也， ~n直覺之知也， 直覺者， 良知)ifr發

也， 郞不驗而知也 ... 致知之本義 P. IJ宜其釋之以致良知， 而自認其원驗之應用也” 

46) 降泰熙， 『大學新講義J(본문)， 1, “親當作新강新? 還作親 明德者， 良知 ” 
47) 짧泰熙i'大學新講義~， ‘圖說 · 八次序區別圖說’ j 4, “大學格致Z木義， 其用法i않 

理， 須要得知行合一也 ... 就諸事事物物上求求行， RIJ其與知行台一相距遠‘ 而太學

格致之功， 幾乎無徵돗" 

48) 降泰熙i'大學新講義J(본문)， 3, ‘·格，lE也， 至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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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주자의 해석과 다른 왕양명의 모f-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견해도 의미 있다3L 생각하 

면 수용하는 열린 입장을 보여주고 았는 점이 주목된다. 

설태회는 「이기변 J(理氣辯)에서， “우리나라의 유학자는 3 로지 정 

차 : 주자를 종주로 삼아 그 옳고 그름을 감히 말할 수 없다 오직 그 

옳고 ‘그름플 감히 말할 수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혹은 장자 · 맹자 

의 말씀도 정자 , 주자의 설에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합치사키니， 그 

억측의 견해를 드러냄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49)고 젠1 여， 주자 

학을 정통으로 삼는 우리나라 유학이 비판을 허용하지 않;· 권위적 

이며， 견강부회하는 오류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피것은 그 

자신이 주자학을 벗어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는 것이펴， 따라서 

그는 ‘이'(理) . ‘기’(氣)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기’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가 발몽하고 ‘이’가 드러나는 것은 ‘등1 체의 드 

러나는 그림자와 같고， ‘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먼 

저 발현하는 이치가 있겠는가"50)라 하고， ‘“이’는 말이요， 사불이 아 

니며， 곧 빈 것(虛)이요， ‘기’는 사물。l요 곧 실체(實)얘다?'SLr라고 하 

여， ‘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물의 조리를 가l니키는 말 

일 뿐이라 보았다. 그만큼 설태희는 ‘이’의 궁극적 실체성씨나 주재 

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기’철학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싸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주자와 견해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횡 :양명과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사단’(四端) . ‘칠정’(七情)의 개념도 독자적으겁 해석하 

여， “‘”사단’은 ‘양지’현상의 개론이요? ‘칠정’은 심리작용의 규체론이 

다"52)파 하여， 주자학의 성리설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 01 론체계 

49) 降泰熙 w웹';jVJ辯·理氣辯J ， p. 1, “휩돼之댐， 則專宗程朱， 而莫敢힘提非， 非

推헛敢言是非， 或以f패之言， 彈引附合於程朱說， 而露其應i~IJ之見， 可將1束然짧 ” 

50) lbid. , p. 5, “氣~IJ 딩存者， 故氣發理現， 如物體之現影， 理則不自存者， H:ï安有先發

之理乎”

51) 時행맺~， w續理氣辯.1， p. 18, “理者語也， 非物也， 郞虛也， 氣者物也， M펀也 ” 

52) 降킹중熙 w學t*，J辯 · 理氣辯. .J, p. 7, “四端， 是良知現象之獅論也， 七情， 是心理作

用之具購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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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리학의 해석은 주자학에 벗어날 뿐만 아 

니라 양명학의 입장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단’을 ‘양지’의 

현상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양지’를 마음의 본체 내지 i성’(性)으 

로 인식하는 양명학적 입장과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는 ‘심’과 ‘성’을 별개의 존재로 구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섬’ “성’ 。

‘정’(情) . ‘의’(意)의 네 가지가 하나의 존재에 붙인 네 가지 명칭이라 

본다 따라서 주자학의 ‘성즉리， 심즉기’(↑生밟理， 心맨氣)로 구별하는 

견해를 전변 부정한다 53) 여기서 그가 왕양명의 ‘심즉리설’을 자신의 

철학적 주제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 · ‘성’ · ‘정’ · ‘의’ 

를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왕양명의 견해와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기독교인 김창제가 「유교와 현대 J (發表誌 미확인)라는 논설을 

발표하여 유교를 심하게 비난하였던 일이 있었다. 이에 설태희는 「김 

창제 씨의 <유교와 현대>를 독(讀)하고J(W 동명~， 제 2권 제6호， 1923. 

2. 4)를 발표하여 반박하였고， 이에 대해 김창제는 다시 r설태희 씨의 

유교론에 대하여 J(W동명~， 제 2권 제 11호， 1923. 3. 11)를 발표하였다. 

김창제는 이 글에서 그동안 설태희가 발표했던 ‘유교론’에 대해 반박 

하면서， “공씨(孔S;;)의 적통을 전한 이는 맹자 일인(一 A) 뿐이라 하 

고， 송(宋)의 정 명 도(程明道)， 왕양명 까지 역 거(歷짧)하변 서 , 주자를 볼 

각(沒去[1)함은 하의(何意)인가요? 이는 무슨 주의(主義)를 위하여 고의 

로 은폐하는 듯 하외다"54)라고 언급하였다 바로 이 구결온 김창제가 

설태희의 어떤 논설을 보고 지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설태희가 

공자→맹자→정명도→왕양명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통해 유교를 

설명하였던 사실에 대해， 주지를 누락시킨 의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언급으로 보띤 설태희가 딩사 발표한 논설에서 양영학의 입 

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렵 설태희는 양명학에 조예가 깊거냐 양명학을 표방하고 있 

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신동아~( 1932년 11월호) 잡지에 

53) 隆泰熙， rt협理氣辯j ， p. 36, “옮性與心: 많非~IJ物也， ‘ ’ 元來性 · 情 · 心 · 효밤， 

一物四名也， 何獨자↑主텃쩔， 而於↑홈 • ι、 · 意， ~IJ不見쩔也 ” 

54) 金뼈濟는 r (i￥泰熙lX의 f핍敎論에 대하여」‘ r통영 _ß， 제 2권 제 11호0923. 3.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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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에게 요청하여 r양명사상의 요약」이라는 간략한 논문펀태의 글 

을 실었는데 ι 이 글에는- ‘행통의 철학 - 동양사상의 재음미’라는 편 

집자의 두채(頭뿔)7]- 붙어 있고， 첫 머 리 께 현상윤(玄相允， 1긴')2 -1950?) 

의 「양띤학과 일본사상계 j라는 잔략한 소개글을 붙이깨도 꾀였다. 현 

상윤의 소개글에서도 양영 학야 일 본어I 정 착되 어 주자학보仁- 활발하 

였고， 땅치 유산애 주도적 인불들에 양명학자가 많았다는 사설을 들 

어〉 양팽학의 성공사-돼틀 일본어l 서 확인히-고 었다. 이러한 l:1 장은 설 

태희의 본 논문혜서도 7i] 사되고 았으-며， 당사 양병학에 호 ;'1 적인 인 

물들은 일본양명학세서 양명학야 근대어| 적응-할 수 녔는 가능성을 

찾고 ’갔섰던 것으로 보인다 

쉴태희는 r양맹사-상의 요약 J애서 주자학의 지리멸펄향: 극복한 

ι}상가로서 창영;덩익 폐차를 확언파1견서， “양병의 학섣 중0:'1 도 일치 

하셔 많는《품~ f01) 점야 없지 않으다 본고(本鎬)는 오직 왕학G學)을 소 

개함에만 그객고 펼자의 주견은 일체로 피하려고 한다"'55)도 하여， 그 

자산도 양랭학에 천걱으로 동의하지 않는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 

만 이 글십 끝에샤 “왕학은 일본어} 건너가서 유신 당시까 Z 에 튼튼 

한 뿌랴를 세뒀다- 후지와라(藏原關 )C를 비롯하여 나까에 도커수(中江購 

않h 춘은 모두 일본 유선약상의 책원(策源)이 되어， 금일 ~'I 일본을 

만든 것야다”라 허여 일본의 양명혁 수용과 계승과정에 꽉히 깊은 

판심을 보녔二L며; 또한 증국 ι 일본 a 조선의 경우를 비교하 cj ， “서양 

겁족이 띈본 i료[수 수십년 잎-섣 뚱-국 0] 금알끼지 잠을 자게 된 것은 

무슨 까닭씬가〉 풍국은 허콘(虛論)어1 흐른 정주학(程朱學)에 :1 지되고， 

펠본은 닐캘을 위즉I 한 육왕학(i쩔조學)을 숭상한 것아 아마 ':f::' 인익 태 

반열 젓야다 조선학계의 유래 같관 것은 거론할 펼요도 낀을까 한 

다"~56)고 하였다 주차학은 공허 한 ‘가론이요， 양병학은 설천 L 위주로 
하는 학문셔라 대벼한다. 이역l 따 l팍 조선은 주자학으로 댈!강했으니 

필할 펼 j소조칙- 없차만， 중국도 주;〈↓짝이l 의지하다까 낙후~:)I 고 말았 

고， 오작 일본 만석 양영학쓸 숭상하여 세계무돼에 나서는더l 성공하 

였다고 본다. <)1 러한 판정온 젤태팩자 양명현-을 표방하려 4τ 의식야 

5η g한정를熙 r양병사상띄 요약J ‘ 『선동아01 (1 9:21건 11 월호)， '小引‘

56) lb;ι ‘ 第五 조얄i익 f갖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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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강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양명 학의 선구로서 공자 · 맹자의 ‘고학’(古學)과 주렴 계 · 주회 

암 · 육상산의 학설을 도표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서， 주자와 육상산의 

학설상 차이점을 제시한 다음， 왕양명이 육상산의 계승자업을 확인한 

다. 나아가 그는 양병학의 중심사상으로 ‘십즉리’ · ‘지행합일’ · ‘양지 

셜’과 더불어 ‘인성론’과 ‘진덕수양’(進德修養)을 들면서 양병학의 핵 

심적 체계를 간결하게 집약사켜주고 있다. 그는 특히 ‘진덕수양’에서 

왕양명의 수양론을 제시하며， 그 조목으로 ‘격물치지’와 ‘성찰극치’ 

(省察克治) 빛 ‘거경’(居敬)의 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57) 이처럼 그 

가 왕양명의 수양론에 주목하고 그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그 

의 양명학 이해가 지닌 특징적 면모의 하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 

겠다， 

2. 신문·잡자에서 양명학에 대한 논의 

당시 신문 · 잡지 가운데 『동아일보』가 양명학에 특별히 많은 관심 

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을 전후하여 주필과 사장을 지 

냈던 송진우(古下 宋鎭禹， 1890-1945)는 양명학에 상당한 01 해와 호 

의적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인보는 1933년 동아일보에 60 

회에 걸쳐 『양명학연론』의 연재를 하였는데 그 끝에서， “붓을 던점에 

미쳐 내 본사(本師) 이난곡(蘭삼 李建芳) 선생으로부터 사학(斯學)의 

대의(大義)를 받음을 정고(正告)하고， 동호(同好) 송고하(古下 宋鎭禹)

의 사학 천양(斯學關揚)에 대한 고섬(苦心)을 심사(深謝)하며， 또 구원 

(九!京)에 영격(永隔)한 박겸곡(讓삼 朴없植)선생께 이 글을 질정(質正) 

하지 못함을 한(恨)함을 부기(附記)한다"58)고 언급하였다. 여 기 서 20 

세기 초 조선의 양명학을 이끌었던 스승과 선배를 언급하면서， 동시 

에 동아일보 사장이던 송진우가 ‘동호’(同好)로서 양명학을 드러내기 

위해 고심하는 사실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송진우 자신의 양명학에 대한 이해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동아일 

57) lbid. , ‘第四 王子의 中心思想(5. 進德修養).

58) 띄層園 횟ß寅普全集J(2)， p. 242, ‘陽明學演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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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지변을 통해 양명학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깊이 배려바였던 사 

실을 정인보가 특히 지적하였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1921년 『개벽 ~(9-15호; 1921. 3-192 l. 9)에 7회(그 중 l회 ;jE 중복수 

환)에 걸쳐 띤채되었던 강춘산〈姜春山， 생볼년 미상)의 「동양도학(東 

洋道學)의 처l 계여하(體系如何)J 에서는 ‘도학’이라는 용어 갚매 그 범 

위로 ‘우주법설’(宇富法說) . ‘철학’ · ‘도덕’ · ‘윤리’ · ‘정치’꽉 포함시 

커고， 그 챔계로 ‘유가’(偏家) “도가’(道家) “묵가’(뿔家) , ‘양기’(楊 

家) . ‘절충파’(折·表派) . ‘법가’(‘法家)의 6 유파를 들었으며 ‘ 전체를 

‘고대철학’ “중대’(中代) . ‘근세철학’으로 나누어 서술하였r:: 강준산 

은 그 가운데 ‘근세철학’에서는 북송(北宋)철학으로 주자(固 F-) • 소자 

〈돼子) ‘ 장자(張子) . 대 정 자(大程子) . 소정 자(!J、程子) 및 정 한(程學)의 

후계(謝上蔡 ’ 楊龜山 · 胡五옳 · 李延平)를 소개하고， 남송(南 R)철학으 

로 ι주-학’(朱學)과 S육학’(陸學)을 나누었다. ‘주학’에서는 주 ì_(朱子) ’ 

전북계(陳北演)를 소개하고， ‘육학’에서는 육상산(陸象山)과 육상산의 

채송자로 양자호(楊經湖)와 병(明)띄 광양명(王陽明)을 들고 별도의 

유파갚서 나정암(羅輕황)을 들었다 끝에서 우리나라 학자1L 이퇴계 

(쭈退逢)를 붙여 주자학자로 밝혔다. 

강륜T신r아 말하는 ‘동양도략’은 오늪의 ‘동양철학’에 해당::}는 용어 

텍 할 수 있고， 그 서술체계에서도 ‘유가’와 제자백가를 병띤하고 있 

(，며‘ 6추학’과 ‘육학’을 병행시카고 왕양명을 표출시키는 ?1은 이미 

주자학의 정롱주의적 ‘도학체계’가 아니라 중국철학사의 시 삭을 드러 

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왕양명의 학통은 육상산에 속하며 그 근거 

로 ‘지행합일설‘과 ‘심즉라설’에서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그늪 왕양명 

팩 ‘지행합일설’을 해석하변서， ‘“지’와 ‘행’은 서로 겉과 i!’이 되는 

것아요， 물론 ‘지’와 ‘행’이 하나는 형석적이고 하나는 구체삭인 일이 

라는 것은 양명도 안정하였다. 그련데 ‘지행합일론’의 기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섬즉려’에 있을 뿐아다”라 하고， 그 논거로， 왕양명이 

“마음 밖에서 아치를 구하는 것은 이는 ‘자’와 ‘행’이 둘이 s 1 는 것이 

다 아치를 때 마음에서 구하면 이것은 ‘지행합일’이요 공 <1-의 가르 

첨이다”파고 언급한 것을 끌어들이고 있다 59) 여기서 강춘산은 ‘지행 

-합일흔’야 왕양명의 학문에서 ‘채일의 의리’(第-義)로 인식 ;:;}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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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리셜’과 ‘치양지셜’도 ‘지행합일설’ 속에 내포시키고 있는 입장을 

보여준다. 

나아가 강춘산은 왕양멍의 ·말에서 “그 허령(虛靈)한 명각〈明覺)의 

‘양지’가 감응하여 활동한 것을 ‘의’라 하니， ‘지’가 있은 다읍에 c 의’ 

가 있고， ‘지’가 없으면 ‘의’가 없으니， ‘지’가 ‘의’의 본체가- 아닌가)"60) 

라고 언급한 구절을 인용하여‘ 양명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각’(意)룰 

주목하였다. 따라서 그는 “그렇다면 행위와 ‘의’와 ‘지’는 풍일체로， 

오직 그 태(態)가 서 로 다르다고 한 것은 양명 교학(敎學)깎 정 화(精 

華)이다"61)라고 하여， ‘지행합일’만이 아니라 ‘지 · 행 @ 의함일’야 양 

명학의 결론적 입장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1933년 『동아일보~(1933. 4. 15-1933. 6. 12)에 8회에 걸쳐 연채되 

었던 길성산인(吉星山 Á: 本名 및 生沒年 未詳)의 「조선유학과 양명 

학j 에서는 ‘서언’(總言)에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아 누구의 허 

물인가? 아아 슬프다. 그러나 이것은 주자의 허불도 아니요; 또한 육 

상산과 왕양명의 허물도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션비의 공허하고 거 

짓됨(虛偶)의 허물이다"62)라고 하여， 주자학이 양명학을 바판한 것은 

주자의 허물이 아니라， 주자를 이용하여 영화를 누리려고 하였던 우 

리나라 선비들의 거짓됨에 허물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 유 

학의 전통을 성찰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길성산언은 ‘중국학설의 재 

요’ 항목에서 중국유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통해 육상산 。 왕양명야 

출현하고 양명학이 계승되는 과정을 개관하고， 양명학 E1 근본취지를 

‘치양지’로 확인하면서， 양명학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그는 ‘조선끈고 

의 학풍’ 항목에서 조선시대 유학이 주자학을 중심으로 전채퇴는 과 

정과 당화(黨1쩌)와 분쟁(分爭)에 빠잔 조선후기 주자학의 챔단을 지적 

59) 姜春山 r東i휩효學의 體系~IJ何」， 『開關~ 15호(192 1. 9), pp. 57-58. '"인용문은 

오늘의 표기법으로 약간 수정하였음 

60) w傳習錄J ， 卷中， ‘答顧東橋書’， “其虛靈明覺之良知應感而動考， 謂之;흉、. 有知i띠後 

有意， 無知&IJ無意롯 知非意之體乎?"

61) 姜春山 r東洋道學의 體系~of可」， r開關J15호(192 1. 9), pp. 58-상 

62) 吉星山A， r朝뺑댐學과 陽明學J (l)， W동아일보~(l933. 4. 15). "0士만 플언 漢文투 

의 글이어서， 우리말로 옮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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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아가 그는 학술의 근본은 ι참과 거짓’(톨偶)을 살파는데 있 

다고 강조하며， 양명학을 그 진실함을 찾는 방법임을 확딴;↑여， “양 

명선생의 학설이 진실로 공자의 적똥이요， 더욱 우리나라꾀 오늘날 

유학계를 위하여 투여해야할 신묘한 약이다"63)라고 하였다 

길성산인은 주자학의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턱-혀 조선 

시대 주자학자들의 폐단을 주목하였던 것이요， 결국 그의 1% 장은 우 

리나라 유학계의 병통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으로 양명학을 셰시하는 

것이다. 그가 조선후기 주자학자들이 일으컨 폐단을 제시하깐데 주력 

하면서 조선후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양명학에 대한 주장과 1비판이 제 

기되었다는 사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떤， 정인보 

의 경우처럼 강화학파의 계승자가 아니면서 양명학을 주장하는 인물 

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VI. 근대 양명학외 성격과 한계 

한국사상사에서 양명학은 결코 주류로서 역할을 해본 원야 없다. 

더구니 주자학의 정통주의적 권위애 억눌려 표면으로 드러나 지도 못 

하고 대부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닥아상사는 

주자학과 더불어 양명학이 함께 서술될 때라야 전체적 균펜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자학의 이해도 더욱 심화시킬 수 밍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쩨기 말 18세기 초에 정제두가 1、|우(師友) 

들과 치열하게 양명학논변을 벌이띤서， 주자학과 양명학은 μ 로 떠나 

서는 그 어느 쪽도 자신의 모습을 온천하게 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조산시대 양명학은 정제두라는 높은 산이 솟았기 때문에 그 후의 

침체된 골짜기가 더욱 깊게 비쳐지게 된 것 같다 18-19세키 동안 강 

화학피가 미미하게 명맥을 이어갔지만， 18세기 후반에 성호 i~l-파의 일 

부 학인들이 양명학을 발판으로 주자학을 벗어난 새로운 사유의 방 

63) 吉댈山人 r朝蘇f需學과 陽明學1(8) ， W통아일보.10933.6.12)， “陽明先얀學脫이 固

是떨門뼈傳이오， 而尤훨홈페近日 f需學界之對投神뺨j也라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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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찾아갔던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곧 양명학은 언제나 주 

자학이 한제에 부딪칠 때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야다. 20세기 초 조선왕조는 무기력하게 

붕괴되고 서구적 세계질서가 지배하는 역사적 격변 속에서 양명학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 표출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양명학이 보여주 

는 변혁의 시대에서 길을 열어가는 능력이라 할 수 았다. 

20세기 초 양명학의 근대적 전개과정은 크게 두 시가로 구별될 수 

있다. 1910년을 전후한 자강사상과 연관 속에 양명학이 표방되었던 

경우와， 1930년을 전후한 일제강점기의 지식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경 

우이다. 또 하나 이 시기 양병학의 흐름에는 강화학파의 학맥을 계승 

하는 연속성 속의 인물들과， 개별적 판단에 따라 양명학을 수용하고 

표방하였던 인물들의 두 흐림이 있다. 

20세기 초의 한국 근대에서는 주자학의 억압적 분위기도 없어지고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확보된 시대였던 만큼 양명학윤 주장하는 인 

물들은 상당수 있었다. 당시에도 절대 다수의 유교지식인은 주자학 

전통을 계승한 인물들이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표변에서 거의 사라 

졌고， 양명학으로 개혁을 주장하는 인물들은 소수였지만 목소리가 주 

자학보다 더 크게 틀렸던 것이 현실이다 당시의 양명학차틀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인물로 대표화시켜 각 서기의 성격을 개괄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10년 전후의 양명학자로 박은식은 양명학의 간결하고 쉬운 원리 

의 대중적 접근성이나 지행합일의 강한 실천성을 바탕으로 유교개혁 

을 추진하면서 종교단체인 ‘대통교’를 조직하는 등 사회개혁운동의 

방법으로 양병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었다. 이에 비해 강화학파 

계승자인 。1 건방은 주자학의 역사적 사회적 폐단을 심각하게 비판하 

고 성찰하는데 그치고 양명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거나 사회개혁운 

동에 나서지를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너무 오랜 서l월 억압적 분위 

기 속에 숨을 죽이고 있던 양명학파의 계승자로서 주자학에 대한 비 

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염챙난 변화를 겪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시대변화의 초기에는 독립적 선택으로 양명학플 

수용한 인물이 학파의 계승자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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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은식은 양명학을 더욱 선명하케 표방하기 

위해 『왕양명실기』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1930년 전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정책된 단계에 와서 윌 직부터 양 

명학플 받아들였던 설태희는 주자학의 토대를 변혁시키기 려해 양명 

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양명학을 표빙;，}는 것이 

중요찬 것이 아니라 전통가반의 개혁을 통한 유교정신의 써로운 활 

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만큼 양명학을 핑-엄하게 수 

용차면서도 자신의 독자적 체계를 정 립하는데 관섭을 보이 E 학파적 

소속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강화획 1과의 계승 

자인 정인보는 양명학을 자유롭케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여 건에 상응 

하여 양명학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방법을 찾아갔던 것아라 할 수 

있다 그는 『양명학연론』을 저술하여 양명학에 대한 기본 걱 이해와 

더불셔 강화학파의 계승파정을 확인하여 강화학파를 사상시 속에 확 

고한 실체로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 01 다. 그러나 정인보는 양명학을 

통한 유교사상적 기반의 개혁을 푸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 Ig 학을 민 

족정신이나 역사의식을 각성하는데 적용하는 일에 더욱 세 넉한 관심 

을 기울였다 사실상 설태희와 정띤보를 대비시켜 보면， 정 d보는 강 

화학파의 계승자로서 양명학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표빙하였지만， 

그의 양병학이해는 역사이해에 활용하는데 적용되고 이론객 인식은 

아니따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설태희는 경전적 기반이 획 ~l한 유학 

자로서 양명학의 이해에서도 이론적 해석에 치밀함을 지 1;! 다. 그가 

경전해석에서나 양명학 이론의 체계적 치밀한 관심을 보딴 것은 양 

명학쓸 대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일차적으뜨 자신의 

이론객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펼요가 절실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한국근대띄 양명학은 유인식 등의 개혁사상가들이 제기따고 있는 

것처럼 당서 주자학 전통 유교지식씬의 정신적 부패를 극 1+하기 위 

해 관녕적 논변이 아니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일차적 관심 

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즉리설’의 섬성론적 래석이 아 

니라 ‘자행함일론’의 설천원리가 중심주제로 중시되고 있뜨 며， 개인 

의 능동적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양명학은 ‘양지학’으로 일컬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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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양명학이 사회개혁의 

방향으로 별다른 성공을 거둔 것이 없으며， 실제로 유교이념의 전반 

적 퇴조와 더불어 양명학에 대한 신념은 더욱 급격히 사라지고 말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한국근대에서 양명학이 보여준 가능성과 

더불어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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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hool of 매Tang 거{angming in the IVI[odem 

Change of Korea 

Keum, Jêiηg-tae 

1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chool of Wang Yangmi í1g in Korea 

was classified two streams. One fol!owed Park, Eunshik who a디'ocated it 

as the new system für the renovation of the Confucianism. rhe other 

followed Jung, Inbo who succeeded to rhe School of KangHw" 

The mosr important features in this period was not only w seek the 

way of social teform through the School of Wang Yangming, b’It also to 

try to expres s. it as the religiou5 conv’‘ction. For example, D ‘ 11 ‘donggyo 

which was organized by Park, Eunshik had two bases ‘ the religious 

movement and the reformativε idea of the Confucianism. 

Althúugh the school of ~V'ang Yangming in those days was !lot 

5uccessfuì, it had rhe significancε in that ir was the new possi':.ilities of 

both the .~ηciaI and the Confucian reform. 

It was the concern of the School of 'Vl? ang Yangming in rhosε days that 

。vercomes moral corrupti‘)11 of Confucian intellecruals. And thcir works 

wεre not ideological but pracrical 、

Bm ‘ acmaHy, the School of 'Wang Yangming did not felúm the 

Korean sociεty. And what is τvorse is that the conviction of the ';chool of 

Wang Yangmiilg disappeared with the decline of rhe Confuciai lism. 

Kξy v.ιεrd: 얀le School of Wang Yangming, Thε School of Kall.{! hwa, the 

Daedonggyo, rhε reformarive idea of the ε。nfucia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