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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산림은 유교 문치국가인 조선 사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존재로 효종대부터 숙종대 사이에
는 권력의 실세로 부상하여 각 붕당의 이념을 대변하면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영조대에 들면서
영조에 의해 탕평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지목되어 견제 받아 세력이 크게 위축되기는 했지만 고
종대에 이르기까지 산림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산림 역시 지식인 사회의 한 일원이었지만 산림직을 제수 받는다는 것은
지식인 집단의 대표성을 부여받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李佑成의 선구적인 연구로 산림의 존재가 부각된 이래 산림과 관련하여 그간 다양한 연구가
1)

이루어져 왔다. 1)산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분석 대상 시기를 중심으로 할 때 효종―숙종 시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6-A00230)
** 동양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1) 산림 일반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李佑成, 1975 ｢韓國儒敎의 名分主義 및 그 政治的 機能에 關한 一考察―李朝後期의 山林에 대하여―｣ 東
洋學學術會議論文集 ; 유봉학, 1998 ｢老論學界와 山林｣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 鄭萬
祚, 1992 ｢17世紀 中葉 山林勢力(山黨)의 國政運營論｣ 許善道停年紀念韓國史學論叢, 일조각 ; 鄭求先,
1994 ｢19世紀 山林徵召에 관한 檢討｣ 芝邨金甲周敎授華甲紀念史學論叢 ; 金世奉, 1995 ｢17世紀 湖西
山林勢力 硏究―山人勢力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禹仁秀, 1999 ｢조선후기 산림세력
연구｣, 일조각 ; 吳瑛燮, 1999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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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영·정조 시기, 19세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17세기는 산림이 붕당의 이념을 제공하
면서 정계에서 활동했던 내용, 영·정조대는 국왕에 통제에 의해 산림 세력이 위축되는 과정, 19
세기는 산림 세력이 약화되면서 성격이 변화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산림이 학계와 정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였고 그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갔는
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세밀한 고찰이 필요한 문제도 적지 않다. 그 가
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9세기 산림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다. 고종대의 산림은 사실상 의
미가 없기 때문에 19세기라고 하면 대개 세도정치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 산림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부정적인 면모만을 부각시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산림 대부분은 정계와 거리를 유지한 채 심성론 내지 예론 중심의 학문에 전념하였다. 18세
기 후반 이후 북학론이 풍미하였지만 이들은 엄격한 화이관을 바탕으로 조선중화주의를 굳건히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산림의 모습에 대한 평가는 대개 냉혹하다. 은둔적인 성향을 보이며
정계와 거리를 유지한 것은 현실도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고, 심성학 위주의 학문태도는 공허한
것으로 비판되었으며, 화이관에 대한 엄격한 자세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산림들이 지니고 있던 문제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내려
진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세도정치기에 들어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경화학계에서는 세도정권의
핵심부에 위치해 있던 인사들이 현실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데
반해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지식인들은 시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
기도 하였다.2) 보다 보수적인 성리학계에서는 성리학에 깊이 침잠하여 이론적 대응에 주력하는
2)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리학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찾고 있던 부류도 존재하
였다. 각 부류들이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책을 구상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
은 19세기 사상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산림은 보수적인 방향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였던 이들이다. 이들이 세도정치기 당시의 상황
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은 19세기 산림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 전체를 고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세도정치기의 산림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노론산림 吳熙常(老洲, 1763―
1833)·洪直弼(梅山, 1776―1852)을 중심으로 산림의 사상적 동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들의 사
상이 문인들에게 어떻게 계승되는가 하는 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유봉학, 1998 ｢京華巨族 출신 勢道家 楓皐 金祖淳｣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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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으로서의 현실인식
1) 산림의 동향과 오희상·홍직필
산림은 한때 정계의 핵심에 위치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영조대에 들면서 세력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탕평책을 통한 왕권강화를 기도하였던 영조는 산림을 당을 만들어 탕평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하면서 배척하였다.3)3)영조는 산림에 대한 대우를 전과 같이 해달라는 상소
4)

5)

를 무시하거나, 4)宋浚吉(1606―1672)의 安바書院에 대한 사액 청원과 5)宋時烈(1607―1689)·송준
6)

길에 대한 門廟從祀 청원을 불허하는 등 6)집권 기간 내내 산림들을 견제하였다. 특히 산림 중심
의 정치구조를 재생산해 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던 淸要職을 혁파하여 산림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영조는 인척을 끌어들여 자신의 친위 세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산
림세력은 왕권에 포섭되면서 점차 분화, 약화되어 갔다.
정조의 산림 정책 역시 기본적으로는 영조의 그것을 계승하였지만 정조는 산림에 대한 통제
책으로 일관했던 영조와는 달리 산림의 역할을 일면 인정하는 온건책을 구사하였다. 정조는 효
종이 큰 뜻을 떨쳐 정사를 편 것은 산림들의 공이었다고 평가하였고, 산림의 한 賢士가 있는 것
이 廟堂에 한 良輔를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산림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정조는 산림은 향촌사회에 영향을 미쳐 사회교화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관료 사회의 안전판 구
7)7)

실을 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산림을 초빙하려는 정조의 희망과는 달리 역량 있는 산림들은 출사에 매우 소극적이
었다. 정조는 유학하는 선비가 출처의 의리를 알지 못하여 세상을 피하여 영원히 은거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간혹 천거 전지가 내리면 번번이 거절하여 산림에 은거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
는데, 이는 유교의 본뜻이 아니며 예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서 출사를 독려하였다. 그럼에
도 출사에 큰 관심을 보이자 않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득 좋아하는 자는 산림의 선비들로 은
거하면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바르게 말을 해야 할 때인데도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솜씨가 있는지 용졸한지를 증험할 수가 없고 뱃속에 그득 쌓여있는 것이 虛한 듯도 하고 實한
8)

듯도 하나, 어느 누가 그들의 淺深을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라며8)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3) 英祖實錄 권104, 英祖 40년 11월 丁丑. 영·정조기 탕평책의 전개와 산림세력의 동향에 대해서는 朴光
用, 1985 ｢蕩平*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참조.
4) 英祖實錄 권63, 英祖 22년 6월 乙丑, 부제학 李德重의 상소
5) 英祖實錄 권64, 英祖 22년 10월 丙子
6) 英祖實錄 권64, 英祖 22년 11월 辛丑
7) 正祖, 弘齋全書 권177, ｢日得錄-訓語｣. 정옥자, 2000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일지사, 117-118면.
8) 正祖, 弘齋全書 권177, ｢日得錄-訓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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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요 산림들의 출사거부와는 달리 산림의 예비 후보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출사를
도모하는 분위기였다. 때문에 정조는 “예전의 선비들은 관작을 경시하고 산골짜기를 지키기도 하
였는데 요즘은 위에서 대우하는 것이 전만 못한데도 사대부들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임금을
섬기는 제일의 도리로 여겨 혹 은거하는 선비가 있으면 무리지어 비웃는다”9)고9)지적한 바도 있
다. 낙론 산림 朴胤源(1734―1799)이 누차 정조의 부름을 받았을 때 조야에서 모두 그가 출사하
기를 바랐지만 제자 홍직필이 만류하여 박윤원이 출사를 단념했다는 일화는 당시의 분위기를 짐
작케 한다.10) 출사를 통해 산림의 권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움직임이
10)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산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조가 갑자기 서거하면서 세도정국이 형성되자
산림의 지위는 더욱 약화되었다. 한때 권위의 상징이었던 산림 招致는 형식적인 조치로 변질되
11)11)

어 헌종대와 철종대에는 세자시강원의 산림직에 산림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초치의 실

제 내용은 세도정국의 주도권 장악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동원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순조대 정
순왕후에 의해 초치된 송환기가 벽파의 의도대로 정조의 신위를 세실로 모실 것을 청하는 상소
12)12)

를 올리거나,

홍직필이 안동김씨 계열의 입장을 대변하여 철종의 통서를 정하는 문제에서 철종

과 헌종을 숙질 관계로 해석하여 金正喜(1786―1856)와 權敦仁(1783―1859) 등 반대세력 축출의
단서를 열었던 것 등이 당시 산림 초치의 실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13)

13)

정부의 통제도 통제지만 산림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유학의 전반적인 귄위 약화
14)14)

였다. 유학을 대하기를 원수처럼 여겨 흠집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거나,

文理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선배들의 글을 보고는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볼 것이 없다고 무시하는
15)15)

것이 산림의 눈에 비친 현실이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 장사를 미처 지내지 않았는데도 과거

시험을 보는 자가 있고 스승이 죄를 받아 죽음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출사하는 등 유학적 가치
는 이미 크게 퇴색된 상태였다.16)

16)

산림과 그 주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세도의 붕괴로 인식하였지만 산림을 곱지 않은 시선으
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沈樂洙의 아들 沈魯崇(1762―1837)도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는
인조반정 이후 선비들이 과거에 응하지 않는 것을 고상하게 생각하고 임금은 과거에 응시하지
9)
10)
11)
12)
13)
14)
15)
16)

正祖, 弘齋全書 권177, ｢日得錄-訓語｣
任憲晦, 鼓山集 권16, ｢梅山洪先生行狀｣
禹仁秀, 1998 ｢18·19世紀 山林의 機能 弱化와 性格 變化｣ 大丘史學55, 57-58면.
오수창, 1990 ｢정국의 추이｣ 조선정치사상, 청년사, 77면.
유봉학, 앞의 논문, 66면.
盧官汎, 1997 ｢19세기 후반 湖西山林의 位相과 ‘正學’運動-淵齋 宋秉璿을 중심으로-｣ 韓國史論38, 112면.
洪直弼, 梅山集 권52, ｢雜錄｣
兪辛煥, 鳳棲集 권7, ｢讀書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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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선비를 등용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진실된 기풍이 사라졌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근고로 오면서 사람들은 문음의 은혜 받기를 바라고 당세에 의지하려고 하여 곡진하고 조심스레
부르고 답하며, 선인들의 경전 주석을 꾸미고 수식해서 서울 근교와 호서 사이에 머물면서 거드름
을 피우며 서울의 핵심부와 교제를 맺어 앉은 채로 임명장을 독촉하는 것이 자못 절차를 옮겨감과
17)17)

같고, 파발을 달려 비답을 전하는 것이 중신들을 돈면하는 것보다 더함이 있다.

정상적으로 과거를 준비하여 출사를 모색하던 이들에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사 길을 찾
는 산림들의 행태나 산림을 초치하는 정부의 태도 모두 못마땅하였다. 임명장을 독촉한다는 이
야기는 다소 과장된 것이지만 산림이 정치권과 유착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
실이다. 산림에 대한 비판은 능력도 없으면서 관직을 맡아 국가를 망치고 있다는 산림책임론으
로까지 확대되었다. 심노숭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속을 살펴보면 어리석게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 진출해서 한갓 미관말직을 맡고서도
한 가지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함부로 유학의 이름을 빌어 빈사라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
여 우리 안의 기린이나 다리 위의 사다새처럼 행세하다가 뒤집혀지고 실패함이 서로 잇따르게 된
다. 유학은 사람에게 있어 큰 근본이고 빈사는 사에게 있어 최고의 영광인데 한 차례의 힘도 수고
롭게 하지 않고 한 번의 마음도 허비하지 않은 채 여유 있게 그것을 얻기도 하니 옛날의 벼슬살이
18)18)

는 이와 같지 않았다. 그 일이 어찌 한 사람이나 한 집안의 재화에 그치리오.

산림직 자체가 실무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는 아니었으므로 심노숭의 이런 비판이 반드시 적
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산림은 이처럼 무능한 존재로 여겨지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
다. 산림이나 그 주변의 인물들이 출사를 거부하고 은둔하는 것으로 보일만큼 현실과 거리를 두
었던 데는 산림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인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河百
源(1781―1844)은 호서 산림의 맥을 잇고 있던 스승 宋煥箕(1728―1807)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
자들이 세상사에 대한 관심을 끊고 중 모양으로 틀어박혀 경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경향이 있음
19)19)

을 지적하면서 유가의 공부는 불가의 그것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

터 20 여 년 후 오희상에게 보내 편지에서는 사우들이 凋零하여 산으로 피하고 고루해지는 것이
날로 심해 도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警發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유자들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
20)

17) 심노숭 지음·김영진 옮김, 2001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178-179면.
18) 위와 같음.
19) 河百源, 圭南文集 권2, ｢上心齋宋先生｣(1802). 하백원에 대해서는 안진오, 1999 ｢圭南 河百源의 성리
학과 실학사상｣ 鄕土文化18 참조.
20) 河百源, 圭南文集 권2, ｢上吳老洲熙常｣(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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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 정부의 지속적인 견제와 내부의 문제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이 산림과 그 문인들이 처
한 현실이었다.
유자들 사이에서 師道가 실종되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홍직필
은 박윤원에게 문하에 받아들여 줄 것을 청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
어 세상을 둘러보아도 流俗에서 몸을 빼내 사도로 자임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고 畿湖 지방에
21)21)

겨우 두 세 사람 정도가 자리를 지킬 뿐이라고 안타까워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론으

로 산림의 맥을 계승하였던 인물이 오희상과 홍직필이다.
오희상은 노론 명문가 출신으로 부친은 정조 때 文衡을 지낸 吳載純(1727―1792)이며 어머니
는 영조대에 영의정을 지낸 李天輔(1698―1761)의 딸 연안 이씨였다. 특별한 師承없이 형 允常
(1746―1783)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출세에는 뜻을 두지 않고 성리학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오희
상은 평생 두 차례 과거에 응시한 일이 있었다. 첫 번째는 부친의 명으로 감시 초시에 응했고,
두 번째는 성균관 유생으로 있다가 세자탄생을 축하하는 과거가 열려 부득이하게 응시하였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백지 답안을 내고 나와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는데 對*文을 공부한 일이 없
어 답안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었다.22) 이에서 볼 수 있듯 오희상은 철저히 의리지학 공부에 집중
22)

하였는데, 학문으로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 후일 서연관이 되어 講書할 때 정조가 문 밖에서 그
23)23)

것을 듣고 칭찬했다는 일화가 전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홍직필은 洪履簡(1753―1827)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6세조 洪汝龜는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항복하자 산중에 들어가 종신토록 자정하여 大明處士로 칭해졌던 인물이다. 홍직필
은 大明遺民을 자처하며 대명의리론에 유달리 강한 집착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홍여구의 행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친 홍이간은 騈儷文에 힘을 많이 쏟았으며 경제지
24)24)

학에 마음을 두어 제도의 연혁과 백성들의 실정에 두루 관통했다고 한다.

홍직필은 17세에 서

울의 낙론 산림학자 박윤원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고 박윤원은 첫 대면에서 吾道를 의탁할만하다
며 그에게 큰 기대를 가졌다. 홍직필은 어려서 출세를 단념하여 한 번도 문과에 응하지 않았으
며 부모의 명으로 사마시에 응해 회시에 실패한 후에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經傳 공부에만 전
념하였다. 학업이 날로 성취되어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러 차례 정조의 칭찬을 듣기도 하였다.
두 사람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박윤원으로 대표되는 노론 낙론계 학풍을 계승하고 있었다. 오
희상은 박윤원과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직간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
로 보이며 박윤원을 매우 존숭하고 있었다. 박윤원은 철저한 대명의리론자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산림 가운데는 비교적 현실지향적인 인물이었다.25)

25)

21)
22)
23)
24)

洪直弼,
吳熙常,
金澤榮,
吳熙常,

梅山集
老州集
韓史綮
老州集

권5, ｢上近齋朴先生｣(1796)
권27, ｢年譜｣
권5, ｢純祖紀｣
권17, ｢同知敦寧府事洪公墓碣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69

兪漢雋(732―1811)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의 스승이었다. 유한준은 박윤원과
서로 교유하는 것만을 즐겼다고 할 정도로 두터운 교분을 나눈 사이였다.26) 산림은 아니었지만
26)

투철한 의리관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다. 스승의 절친한 벗이었기 때문에 홍직필은 유한준을 스
승의 예로 섬겼으며 유한준을 기려 ｢著菴兪公遺事｣를 짓기도 하였다. 오희상의 부친 오재순이
유한준 문집의 서문을 썼을 만큼 두 사람은 친교가 깊었고 오희상도 유한준을 스승처럼 대하여
아들의 관례를 행할 때 유한준에게 賓을 맡아주도록 청하기도 하였다. 오희상은 유한준의 아들
兪晩柱(1755―1788)와는 친구 사이로 유만주는 오희상의 종숙부 吳載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
으며 아들 久煥을 오희상에게 보내 공부하게 하는 등 두 집안의 인연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27)
27)

학문적 기반이 유사하였던 오희상과 홍직필은 교유권도 비슷하였다. 오희상은 문致福(1766―
1814)과 특히 우의가 깊었으며 처사적 삶을 견지하였던 任魯(1755―1828)·兪星柱(1760―1837),
관료생활을 했지만 산림과 교분이 두터웠던 金邁淳(1776―1840)·洪奭周(1774―1842) 등과도 가
깝게 교유하였다. 홍직필은 李鳳秀(1766―1814)와 가장 가깝게 지냈으며 역시 임노를 비롯하여
김매순·홍석주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교유권을 형성하였던 이들은 대개 핵심 노론
가문 출신이었다.
연배로는 오희상이 13세 연상이었기 때문에 홍직필이 오희상을 스승으로 대접했지만 둘은 평
생을 함께 한 학문적 동지였다. 홍직필은 오희상을 진심으로 애모하여 ‘造道의 깊이와 見理의 정
밀함이 율곡과 농암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칭송하였으며, 오희상 역시 홍직필을 儒宗이라 부르
며 존경하였다. 전반적인 사회체제가 급격히 이완되던 시기에 이들은 서울 지역의 노론 학계를
이끌었으며 이들 아래에는 많은 문인들이 결집하여 각기 학파를 형성하였으며 이들 학파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 현실인식과 처세
오희상은 중년기 이후, 홍직필은 청년기 이후를 세도정권 아래에서 보냈다. 이들은 세도정국
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었다. 오희상은 주상은 매우 인자하지만 곁에서 임금을 제대로 보
좌하지 못해 국세가 날로 위태로워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세도정국을 비판하였다. 그는
주상이 어리고 국세가 급박하여 척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대해 만약 조정의 뜻에 따
른다면 척리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 척리의 정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宮禁
을 지키는가의 여부로 척리의 어질고 그렇지 않음을 가려낼 수 있다는 언급은 그런 인식에서 나
25) 박윤원의 학문 성향에 대해서는 趙成山, 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98-299면 참조.
26) 兪漢雋, 自著 권16, ｢朴永叔鶴山詩錄序｣(1766)
27) 오희상은 총명한 구환을 매우 총애하였다고 한다. 吳熙常, 老洲集 권20, ｢兪童子久煥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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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과는 별도로 오희상은 척리가 진정으로 나라와 조정
을 위해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사실상은 척리의 정치 참여에 회의적이었
28)28)

던 것이다.

세도정치에 비판적이기는 홍직필 역시 마찬가지였다. 홍직필은 명나라를 예로 들며 망국의 원
인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외척과 환관의 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명나라에서는
祖訓으로 母后가 조정에 나오는 것을 금하여 외척이 정사에 관여할 수 없게 했는데 말년에 이것
29)29)

이 지켜지지 않아 명은 멸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세도정치의 위험성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세도정국도 정국이지만 오희상이나 홍직필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파악한 것은 지식인들
의 자세였다. 사류들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세도가들에 대한 자세였다. 오희상은 아
울러 사류와 척리를 양과 음에 비유하면서 양이 음을 쫓을 수는 없다고 척리를 추종하는 사류의
자세를 비판하였다. 한 번이라도 궁금을 어긴다면 다른 일이 모두 좋더라도 결단코 그들과 가까
30)30)

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홍직필은 사대부들의 진퇴가 척리들에 의해 결정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끌려 다니는 사대부들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31)

31)

지식인에 대한 오희상은 비판은 사류 일반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오희상은 세교
가 쇠락하고 이익을 쫓는 풍조가 만연하여 정도가 땅에 떨어지고 俗學과 流俗에 빠져 헤어 나오
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세태를 비판하였다.32) 性命이 어떤 것인지 名行이 무엇인지 모르고33) 斯
32)

33)

道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程朱를 희롱하고 모멸하기에 이른 것이 그가 파악한 속학에 빠진 사
34)34)

류들의 모습이었다.

예전에는 부형으로부터 인물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처음 과거에 응시할 때

어떠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므로 과거를 볼 때 털끝만큼도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연소배들이 관습에 젖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35)35)

것은 유속의 한 단면이었다.

오희상은 특히 서울 지역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데 매달려

가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순박한 기풍을 보존하고 있는 북쪽 지방에서 희망을 찾기
36)36)

도 하였다.
28)
29)
30)
31)
32)
33)
34)
35)

오희상의 세도정치기 인식에 대해서는 노대환, 2005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일지사, 90쪽 참조.
洪直弼, 梅山集 권52, ｢雜錄｣
吳熙常, 老州集 권2, ｢(士黙｣
洪直弼, 梅山集 권52, ｢雜錄｣
吳熙常, 老州集 권13, ｢(兪莘煥｣
吳熙常, 老州集 권23, ｢雜識｣
吳熙常, 老州集 권21, ｢書示兒輩｣
吳熙常, 老州集 권5, ｢(權敬之｣. 오희상은 처음 과거에 응시하면서 스승인 자신에게 한 마다 상의조
차 하지 않았던 민치록의 행태에서 사습의 쇠락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吳熙常, 老州集 권13, ｢與문致
祿｣.
36) 吳熙常, 老州集 권9, ｢與李性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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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들의 士氣가 완전히 꺾여 淸議가 행해질 가망이 없으며 世道가 실종된 것이 문제로 파
악되었는데 오희상은 이런 문제의 연원을 영조대 중반에서 찾았다.37) 오희상은 영조 초년에 조
37)

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 사람들이 그저 원만한 것만을 추구하고 시세에 영합하는 풍조
가 만연하면서 사대부의 명절이 없어지고 治道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특히 영조 중반
에 들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영조 초반만 해도 淸議가 있었지만 중반 이후에 들
면서 權好들이 조정론에 편승하여 애증에 따라 사람을 취사하고 평소의 은혜나 원한을 가지고
忠逆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사류를 怪鬼로 지목하고 청의를 협잡이라고 배척하여 사람의 賢
邪를 따지지 않고 일에는 是非가 없어져 그저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숭상하게 되었다고 지적하
38)38)

였다.

탕평책으로 인해 청의를 주도하고 있던 산림이 큰 타격을 받고 청의가 배척된 결과 정

국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과거제는 사습의 쇠퇴를 초래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오희상은 이단을 문
밖의 적으로 비유한다면 과거는 마음의 병에 해당하는데 과거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사
39)39)

람꼴이 되지 못하고 나라는 나라꼴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홍직필은 삼대 이후 다

시 삼대가 오지 않는 것은 바로 과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과거가 아니면 몸을 일으킬
방법이 없어 과거를 폐하라고 할 수는 없으며 順理安命하고 時好를 쫓지 않으면 큰 잘못을 범하
40)40)

지 않겠지만 아무나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외에 다른 일이 없는 것으로 알면서 과거에 매달리는 유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게 보일 수밖에 없
41)41)

다.

때문에 그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몸을 닦아 자신을 파는 행위 내지 여자가 남자에게 먼

저 혼인을 청하는 행위에 비유하면서, 마음을 파괴하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지만 응거하는 것이
가장 심해서 기량이 정밀해질수록 心術이 더욱 파괴된다고 지적하였다.42) 홍직필은 특히 경화
42)

사대부라는 자들이 백지와 빈손으로 科宦을 훔치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다며 서울 벌열 중심의
43)43)

파행적인 과거제 운영을 문제 삼았다.

오희상과 홍직필은 출사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오희상은 19세기에 들어서는 일체의 관직을 거
부하고 아우 연상에게도 더 늦기 전에 관직을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등 정치권과 거리를 유지하
44)44)

고자 하였다.

오희상은 자제의 과거 합격을 바라지 않는 이가 없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자식들의 응거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45) 스승의 출사를 가로막을 정도로 출사에 부정적이
45)

37)
38)
39)
40)
41)
42)
43)
44)

吳熙常,
吳熙常,
吳熙常,
洪直弼,
洪直弼,
洪直弼,
洪直弼,
吳熙常,

老州集
老州集
老州集
梅山集
梅山集
梅山集
梅山集
老州集

권3, ｢(士黙｣
권3, ｢(士黙｣
권13, ｢(李正觀｣
권13, ｢(金伯元｣(1830)
권9, ｢(李子岡｣(1821)
권17, ｢(林學卿孝憲(1816)
권9, ｢(李子岡(1821)
권2, ｢與士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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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었던 홍직필 역시 출사를 포기하고 학문에만 매달렸다.

일각에서는 산림들의 출사거부를 무책임한 행위로 비판하였지만 이들의 출사거부를 현실도피
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줄곧 현실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고 있었다. ‘身不出 言不出’의 원칙
을 철저히 고수하여 공개적으로 현실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신 등에는 현실에 대한 관
심이 잘 드러나 있다. 1806년(순조 6) 왜선이 강화도 교동에 표류해 왔을 당시 홍직필은 국조
47)47)

이래 표류선이 교동에까지 들어온 일은 없었다면서 關防이 소홀한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또

1811년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란군이 3개월이나 버틴 사실을 거
론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체
48)48)

제 이완 현상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홍직필은 일반 소민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1840년(헌종 6) 대기근으로 굶주린
유민들이 서울에 몰려들었지만 진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예전 정치가 잘 다스려졌을 때는
서울에서도 진휼을 베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무대책
49)49)

을 비판하였다.

1843년 경연 자리에서는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원망이 심하다고 지적하

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제수된 관직을 사양하면서 상소를 올려 경연
석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상소에서 홍직필은 군주가 의지할 바는 백
성뿐이어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수십 년 이래 백성들이 삶을 도
모할 수 없을 만큼 도탄에 빠져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50) 세도정국의 문
50)

제점을 백성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화양서원의 유생들이 서원을 빙자
하여 백성들을 침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宋穉圭(1759―1838)에게 서신을 보내 폐단이 일어나
지 않게 단속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는데51) 여기에서도 민들에 대한 관심을 살필 수 있다.
51)

현실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사를 포기한 것은 역량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
었다. 오희상은 지금의 세도와 조정의 모양은 손을 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하면서 혹시라
도 위기를 구할 역량이 있다면 世臣의 의리상 생사가 앞에 있다고 해도 물러나 있을 수 없지만
52)52)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利慾을 초탈하여 조신하는 것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사

45) 吳熙常, 老州集 권3, ｢與致成｣
46) 오희상 등 노론산림과 친분이 깊었던 유성주는 30대 중반 이후부터 출사에 뜻을 버리고 정치권과 일정
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처사적 생활을 견지하고 있었다. 유성주는 김조순이 높은 지위에 오르자 교유하
지 않았으며 김조순·박종경 가문과 사돈 관계 맺기를 거부하였다.(兪辛煥, 鳳棲集 권8, ｢先考復元齋
年譜後記｣) 오희상·홍직필과 교분이 깊었던 이들 가운데에는 유성주의 경우처럼 세도정국에 비판적이
며 처사적 삶을 견지한 이들이 많았다.
47) 洪直弼, 梅山集 권8, ｢(李子岡｣(1806)
48) 洪直弼, 梅山集 권9, ｢(李子岡｣(1812)
49) 洪直弼, 梅山集 권14, ｢與沈稚｣(1840)
50) 洪直弼, 梅山集 권4, ｢辭召命兼陳所懷疏｣(1843)
51) 洪直弼, 梅山集 권5, ｢與鰲村宋丈｣(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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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무너지고 과거 시험장의 부정이 극심한 상황에서 출사하는 것은 영화를 도모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53) 홍직필이 제자들에게 과거를 통한 사환은 욕이 될 뿐이니,
53)

두문 독서하고 수양에 진력하며 농사를 근면히 하고 어버이를 섬기고 제사를 받들 뿐 세상일에
54)54)

는 상관하지 말라고 충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시대를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파악하면서도 수신 중심적인 태도를 상책으로 제
시했던 오희상과 홍직필의 인식은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다. 정치적 개혁 없이 개인적인 수신만
으로는 결코 세도 정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류들
이 출세에 매달려 영달을 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오희상이나 홍직필의 출사거부는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력으로 세도의 쇠퇴를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지만 그렇다고 군자된 도리로 불운이라고 여기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오희상의 언급에
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가 잘 나타난다.55)

55)

오희상과 홍직필이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와 한계 사이에서 고민했다면 그들의 문인들은 두 가
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희상의 대표직인 문인 兪莘煥(1801―1859)의
경우 출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실 개혁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출사가 여의치 않자 그
는 대안으로 문인을 양성하여 정계에 진출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유신환의 문인 金允植(1835
―1922)은 스승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선생이 살던 때를 돌아보면 어떤 때였는가? 정치의 기강
은 해이했고 난의 징조가 싹터 세상이 장차 水火之中으로 빠지려 하였다. 선생은 힘으로는 세상
을 구하기 부족하고 또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 영재를 조정에 모아 頹廢한 기강을 만회하고
56)56)

국가가 기울어지는 것을 붙들려 하였다’고 설명한다.

반면 홍직필의 학문을 이어받았던 任憲晦

(1811―1876)는 유신환과는 달리 수신의 길을 택하였다. 임헌회는 과거에 부정적이어서 실심으
57)57)

로 학문에 나아가려면 우선 과거를 단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도로써 응거하는 것은 학문
58)58)

가운데 한 가지 일’이라고 하여 과거 응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는 후일 유신환 문하의 徐應淳과 임헌회 문하의 申箕善 사이에 출사 논쟁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임헌회의 경우 현실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태도

52)
53)
54)
55)
56)

吳熙常, 老州集 권2, ｢(士黙｣
吳熙常, 老州集 권3, ｢與致成｣
任憲晦, 鼓山集 권19, ｢梅山先生語錄｣. 우인수, 앞의 논문, 62면.
吳熙常, 老州集 권9, ｢與金德叟｣
유신환 학파의 학풍에 대해서는 노대환, 1993 ｢19세기 중엽 兪辛煥 學派의 學빌과 現實對應論｣ 韓國
學報72 참조.
57) 任憲晦, 鼓山集 권7 ｢(林達周｣(1866)
58) 任憲晦, 鼓山集 권7, ｢(申桂｣. 임헌회에 대해서는 權五榮, 1999 ｢任憲晦와 그 學脈의 사상과 행동｣
韓國學報96 ; 윤종빈, 2006 ｢記星田夜話에 나타난 전재 임헌회의 현실인식 및 대응｣ 율곡사상연
구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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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역시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3. 학문성향과 현실대응론
1) 의리·경세에 대한 인식
현실에 비판적이었던 산림의 주요한 관심사는 그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당시의 俗學이
나 流俗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의리의식의 약화 그 가
운데에도 특히 화이의식의 약화였다. ‘지금 세상에 명나라를 슬퍼하며 사모하는 자가 몇이나 되
겠는가’라는 이덕무의 탄식에서 드러나듯 대명의리론은 18세기 후반에는 이미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상태였다. 화이의식의 약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였지만 화이의 분별이 군신의 의리보다
60)60)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던 산림들에게는 세태의 타락의 단적인 징표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안

동 김문 출신 산림 金履安(1722―1791)과 같은 인물은 ｢華夷때｣에서 이적이 중원을 차지했더라
도 풍속을 개변하고 유교 문물을 수용한다면 화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화이는 혈기와
같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적은 결국 금수와 다른 바 없다는 논리를 전개
61)61)

하여 화이관의 변화를 경계하기도 하였다.

오희상과 홍직필이 각각 ｢警世｣와 ｢警俗｣을 지은 것은 화이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세태를 경
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警世｣에서 오희상은 세간에 청이 비록 이적이라 해도 이미 섬긴 이상
군신 간의 분수가 정해진 것이므로 청이 망해도 절개를 지켜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논이 있
는데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였다. 조선이 청을 섬긴 것은 단지 힘이 없어 그렇
게 한 것일 뿐이며, 숭정연호를 쓰는 것은 精義가 있는 것으로 단지 明의 再造之恩을 잊지 않는
다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다른 글에서는 이적이 도를 중히 여기고 유학을
숭상한다면 군자가 그곳에서 벼슬을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왕의 神器를 훔쳐
예악을 없애고 풍속을 변화시켜 놓고는 자기들이 선왕의 도를 중히 여긴다고 하면 이는 하늘과
62)62)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59) 윤종빈은 윗 논문에서 임헌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태도를 비판하며 임헌회는 산림으로서 서세동점의 상
황 하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는데 의미 있는 지적으로
생각된다.
60) 任憲晦, 鼓山集 권18, ｢行狀｣
61) 이경구, 2007 조선후기 安東 金門 연구, 일지사, 263-264면.
62) 노대환, 앞의 책, 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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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직필 역시 화이관에 의거하여 청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은 명을 계
승한 나라이며 조선의 백성들은 大明遺民이라고 자부하였던 그는 화이의 분수는 하늘과 땅처럼
정해져 있고 귀천이 있어 원나라인과 청인들이 중국에 들어가 주인이 되었지만 정통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람과 금수의 중간에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청에 대해서는 여진 부락 가운에서
도 가장 비천한 족속으로, 夷狄 가운데 청만큼 빨리 일어나 갑자기 귀해진 경우가 없어 갑자기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 중국과 몽고의 군사들이 협공하면 청이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니
63)63)

때를 틈타 복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의리인식의 약화 즉 ‘理’의 약화가 본질적인 문제로 파악되었으므로 대응방식은 분명하였다.
홍직필이 오희상의 행장에서 세상의 유자들이 理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理의 이치를 드러
64)64)

내 다시 밝힌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평가했듯이 理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理의 이
치를 밝히는 것은 일차적으로 학문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들은 理를 밝히기 위한 목적에
서 心性論 내지 禮論 연구에 몰두하였다. 낙론을 계승자였던 오희상과 홍직필은 인물성이론에
대해 一原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分殊만을 중시한다며 호론의 주기론을 비판하면서 주리적 입
장을 견지하였다. 그런데 오희상의 경우 理를 우위에 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절충적인 자세
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유자들이 理를 귀하게 氣를 천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렇게 볼 수 없으며 발휘운용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氣에 의지하는 것이라며 理와 氣의 역할을
동시에 인정하였다.65) 오희상은 특히 자파의 견해를 묵수하는 태도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65)

심성이기론이 분열된 지 오래되었다. 이쪽이 옳으면 저쪽이 그르고 저쪽이 옳으면 이쪽이 그르
니 필시 하나의 바꿀 수 없는 공론이 있을 것이지만 사람의 지력으로는 유추할 할 수 없는 것이다.
배움을 받는 선비가 성심으로 도를 구하려는 뜻이 있다면 비록 부친이나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바
가 있어도 결코 사사로운 뜻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서로의 장점을 취하여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
다. 하늘이 내려준 중정의 뜻에 어긋남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예전 것을 빛내고 앞을 계발
시키는 진실한 도리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습속은 퇴폐하여 한낱 객기를 지극히 공정한 의리로 숭
상하여 가계로 삼는다. 시비득실에 애초 뜻을 두지 않고 先主의 견해를 정본으로 세워 경계를 만들
66)66)

고 가로막아 뛰어넘지 못하게 하니 결국 성취라는 것은 사사로운 뜻을 얻는 것일 뿐이다.

63)
64)
65)
66)

노대환, 앞의 책, 92면.
金暎鎬, 1998 ｢老洲 吳熙常의 哲學思想 考察(Ⅰ)｣ 東洋哲學硏究18, 302면.
金暎鎬, 2000 ｢老洲 吳熙常의 哲學思想 考察(Ⅱ)｣ 東洋哲學硏究22, 155-162면.
吳熙常, 老洲集 권24, ｢雜識｣二. “心性理氣之論 分裂也久矣 此是則彼非 彼是則此非 必自有一副不易之
公案 非人智力所可推移也 承學之士 苟有誠心求道之志 雖其父師之所傳授 决不可容纖毫私意固必於其間
且敎胷中虛遜坦蕩 彼此長短 還他長短 到頭講究 惟是之尋 毋負皇天降衷之意 乃所以光前啓後之眞實道理
也 顧今習俗靡靡 徒尙閒氣 以至公之義理 把作家計 是非得失 初不措意 一以先主之見 立爲定本 硬設畦畛
隔限遮攔 莫之或踰 畢竟成就得一團私意窠窟而已”

76·한국문화 42

이러한 그의 인식은 조선의 黨禍가 전대보다 심한 것은 당론을 家計로 삼아 대대로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도 상통한다.67) 그런 이유에서 학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비우는 ‘虛心’에 힘써
67)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주자의 ‘理氣決是二物’은 한 때의 文(에 불과한 말로 평생 바꿀 수
없는 정론이 아니라고 하여 주자학설을 묵수하는 태도를 지양하였다. 또 노론 명문가 출신이면
서도 자기 학파의 종장인 栗谷의 說을 비판 수정할 정도로 유연성도 갖추고 있었다.68) 반면 홍
68)

직필의 경우 인물성론과 호락논쟁의 시비로 분열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을 개탄하면서도 이
69)69)

기의 설을 자세히 분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리론을 중심으로 호락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희상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70)

70)

낙론을 견지하였지만 오희상이나 홍직필의 낙론적 인식은 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는 연
결되지 않았다. 이들은 철저히 심성론을 학문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오희상은 荒
政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진 마음을 가진 자를 가려 監色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 해결책이라
고 강조하였다. 치도의 핵심은 得人에 있으므로 수령은 각 면의 풍헌을 제대로 선발하고 감사는
각 읍의 수령을 선발하여 조정은 각도의 감사를 제대로 뽑으면 민생이 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71) 홍직필의 입장 역시 오희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의 흥하는 것은 强兵豊財에 달
71)

려 있지 않고 君德에 있으며,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적국에 있지 않고 민심에 있다는 유학적 원칙
론을 고수하였다. 주자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그 妙道와 精義를 연구하는 데 힘써야지 명물
도수지학에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청에서 유입되어 조선 학계에 큰
파장을 던졌던 고증학에 대해서도 주석을 하면 본지를 잃을 위험이 많고 고증에 의지하면 깊은
72)72)

이치를 탐구할 수 없다며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심성론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그렇다고 오희상이나 홍직필이 경세학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오희상은 治道의 요체로 用人과 함께 理財를 제시하였다. 용인을 위해서는 과거제를 개혁해야
하는데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鄕貢法을 과거제와 함께 이용하다가 점차 향공제로 바꾸
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재의 방안으로는 균전과 호포가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가호에 대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부과하는 호포보다 사람 수를 계산하여 부과하는 口錢이 더 공
73)73)

평하다는 의론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치가 있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홍직필은 ｢石潭奏議｣에

67) 吳熙常, 老洲集 권23, ｢雜識｣一
68) 金暎鎬, 2000 앞 논문, 154면. 오희상의 문인 유신환의 경우 사류들이 각기 문호를 열어 서로 상종하려
하지 않는다며 스승과 마찬가지로 사류들의 학문적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 兪辛煥, 鳳棲集 권7, ｢讀
書記｣下.
69) 洪直弼, 梅山集 권5, ｢上性潭宋公｣
70) 홍직필의 문인 임헌회의 경우 이항로 문하의 김평묵과 明德主氣主理 논쟁을 벌이고 같은 문하의 趙秉悳
과도 학설 대립을 벌였는데 홍직필의 엄격한 입장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71) 吳熙常, 老洲集 권2, ｢與士黙｣
72) 洪直弼, 梅山集 권23, ｢與沈宜德｣(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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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는 율곡의 주장에 대해 소민을 어루만져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고 붕당을 융합하여 대화
합을 이루려는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이이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임진왜란의 치욕이나
74)74)

동서 분당의 참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경세학에 대한 관심은 磻溪隨錄을 높이 평가한 데서 잘 드러난다. 오희상은 반계
수록에 대해 강령이 정대하고 조목은 정밀하며 고금의 손익을 참작하여 정리한 것으로 평가하
면서 유형원과 같은 인재가 포의로 생을 마감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특히 학교제도에 대해서
는 趙聖期(1638―1689)처럼 경제로 자부했던 이들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이루어 유형원의 그
것에 비하면 조성기의 경제책은 雜覇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하였다.75)

75)

홍직필 역시 반계수록을 篤信한다고 할 만큼 높이 평가하여 치도에 대해 논할 때면 늘 반
계수록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유형원과 같은 인재가 기용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그는 유
형원의 균전론을 반계수록의 핵심으로 파악하면서 균전법이 평시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지
만 먼저 淸北 지방에서 시험해보면 시행하지 못할 것도 없다면서 活國壽民할 수 있는 방법이 바
76)76)

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반계수록은 18세기 후반부터 노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박윤원 역시 반계수록에 들어있는 유형원의 개혁책에 대해 변통하여 시행할
77)77)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본래 경제적 관심이 많았던 유한준 역시 반계수록을 높이 평가
78)78)

하여 장문의 ｢柳馨遠傳｣을 짓기도 하였다.

오희상과 홍직필의 반계수록에 대한 관심은 박윤

원과 유한준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노론 산림들 사이에서 반계수록이 높이 평가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형원이 의리
에 철저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는 유한준에게서 특히 잘 나타는데 그는 유형원의 개혁
안을 칭송하면서 의리론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명이 망하고 청이 건국되자 유형원은
명의 陪臣을 자처하며 반계에 은둔하였고 운둔한 후에는 중국의 도로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조총과 좋은 활을 구해 사격술을 가르쳤으며 바다에 배 4―5척을 띄워 시험하고 준마를 사서 기
르는 등 북벌을 꿈꾸었다는 것이다. 남인이면서도 남인의 당론을 고수하지 않고 공평하게 처신
79)79)

하였던 것도 아울러 언급하였다.

73)
74)
75)
76)
77)
78)

오희상이 유형원의 資禀이 높고 학문이 바르다고 표현한 것

吳熙常, 老洲集 권23, ｢雜識｣一
洪直弼, 梅山集 권9, ｢(李子岡｣(1811)
吳熙常, 老洲集 권23, ｢雜識｣一
任憲晦, 鼓山集 권16, ｢梅山洪先生行狀｣ ; 洪直弼, 梅山集 권9, ｢(李子岡｣(1812)
18세기 후반 노론의 반계수록 인식에 대해서는 조성산, 앞의 책, 344-363면 참조.
유한준의 경세의식은 1798년(정조 22) 정조의 윤음에 응하여 농서를 지어 바친 데서도 엿볼 수 있는데
세간에서는 수 백 권의 농서 가운데 유한준과 박지원의 것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
다. 유한준의 학문 성향에 대해서는 노대환, 2006 ｢조선 후기 杞溪 兪門의 정치활동과 학풍｣ 湖西史學
43, 157-158면 참조.
79) 兪漢雋, 自著 권15, ｢柳馨遠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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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한준과 마찬가지로 유형원의 투철한 의리관에 대한 칭송이었다. 유형원의 경세론은 의리
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던 것이다.
오희상이나 홍직필의 경우 박윤원이나 유한준에 비하면 의리지학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세도정치기에 드러나고 있던 문제의 원인을 의리 인식의 약화에서 찾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계수록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듯 이들은 의리학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
한 것이었을 뿐 경세학 자체를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홍직필이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호남
실학자로 칭해지는 魏伯珪(1727―1798)의 묘지명을 지어 위백규가 성리학을 존숭하면서도 시무
에 밝았음을 칭송하였던 데서 경세학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80) 심성론 위주의 성리학풍에
80)

비판적이었던 하백원이 서울에 올라와 오희상과 홍직필에게 가르침을 청했던 사실 역시 오희상
과 홍직필의 학문 성향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문인들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세학에 대한 관심은 스승의 경세
의식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오희상의 수제자 유신환은 군제개혁 부분
에서 結布制를 주장하였다. 그가 결포제를 주장한 근거는 공평성에 있었는데 이는 호포제를 중
시하면서도 공평성에서는 구전이 더 앞선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던 오희상의 인식과 상통한다.
유신환의 문인 韓章錫(1832―1894)이나 서응순 등이 전제개혁을 통해 정전제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나 김윤식이나 한장석은 과거제를 비판하며 향공제 실시를 바람직한 것으
로 보았던 것 역시 오희상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 서양에 대한 인식과 척사론
대명의리 의식의 약화와 함께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천주교의 확산이었다. 천주교에 대한
비판은 천주교가 군신의 의리나 부자의 의리, 남녀의 의리 등을 무시한다는 의리학적 관점에 근
거하고 있었다. 홍직필은 기는 작위나 자취가 있는 반면 리는 그렇지 않은 까닭에 학문에 자득
이 없는 자는 모두 기를 주장하게 되는데 기를 주장하는 것이 지나치면 끝내 이단에 빠지게 되
며 불교나 도교·양명학 등이 바로 그러한 유라고 지적하였다.81) 리가 근본이 된다는 理優位的
81)

인 이기절충론을 견지하였던 오희상 역시 洋學은 전적으로 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단 가운
82)82)

데에도 극단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 후반 당시 척사론을 주도한 이들은 기호 남인계 攻西派들이었다. 반면

80) 위백규는 윤봉구의 제자로 湖論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낙론을 계승하였던 홍직필이 그의 학문을 높
이 평가하였던 것은 주목된다. 위백규의 사회사상에 대해서는 이해준, 1979 ｢存齋 魏伯珪의 社會改革論｣
韓國史論5 참조.
81) 洪直弼, 梅山集 권5, ｢與老洲吳丈熙商｣
82) 吳熙常, 老洲集 권25, ｢雜識｣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79

노론의 경우 천주교가 확산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척
사론을 펴거나 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홍직필은 호서산림 송환기에게 편지를 보내 犬羊과 같은
무리를 섬기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교활하고 음란한 논설이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성론과 호락논쟁의 시비로 분열되고 또 분열되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기
도 하였다.83)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안동 김문에서 金健淳(1776―1801)·金伯純과 같은 천주교
83)

신자가 배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데 김백순은 홍직필의 스승 박윤원과 둘도 없는 친구
였던 유한준의 누이의 손자였다. 홍직필이 지은 ｢著菴兪公遺事｣에 따르면 유한준은 김백순이 천
주교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차례나 불러 훈계하였지만 뉘우치는 기색이 없자 매를 때
84)84)

리고 절교했다고 한다.

85)85)

이 때문인지 박윤원 역시 천주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오희상

과 홍직필이 천주교 문제에 적극 대처하였던 데는 이런 주변 정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오희상은 황사영 백서사건이 일어나고 조선의 鄒魯之鄕으로 불리는 영남 지방에까지 천주교
가 전파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영남 지방의 천주교도 적발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오희상은
1815년 경상감사 李存秀(1778―1829)에게 편지를 보내 조정에 척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도록
86)86)

촉구하였다.

천주교의 확산은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조정에 있는 자들이
87)87)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이존수는 1815년 6월 천주교가

다시 번지고 있음을 들어 철조한 재조사를 요구하도록 건의하였는데 오희상의 요청에 따른 것으
88)88)

로 보인다.

오희상은 천주교 비판의 필요성도 절감하였지만 당시는 서학서가 금서가 되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명성이 자자하던 안정복의 ｢天學問(｣을 구해 보게 되었다. 하
지만 오희상은 막상 ｢천학문답｣을 살펴보니 논변한 것이 그리 대단치 않아 소문과 다르다며 다
소 실망감을 나타냈다. 오희상은 ｢천학문답｣에 인용된 天主實義 등의 邪書 내용 가운데 천주
가 내려와 세상을 구원한다는 등의 주장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 어리석은 일반인들도 속이기
어려운 수준인데 고명한 학자들도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 특별한 요술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만약 ｢천학문답｣에 적
힌 그대로라면 천주교에 대해 논변할 필요가 없고 천주교도를 주벌하는 것만이 상책이라고 생각
89)89)

하였다.
83)
84)
85)
86)
87)
88)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권5, ｢上性潭宋公｣(1796)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권51, ｢著菴兪公遺事｣
朴胤源, 近齋集 권9, ｢(李善長｣. 박윤원의 천주교 인식에 대해서는 조성산, 앞의 책, 299면 참조.
이존수는 오희상의 외조부 이천보의 손자이다.
吳熙常, 老洲集 권9, ｢與李性老存秀｣
純祖實錄 권18, 純祖 15년 6월 壬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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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희상의 편지를 받은 홍직필은 편지글이 衛道闢邪의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 글을 읽으
니 통쾌하다고 하면서 천주교를 비판하였다. 천주교는 욕심을 법문의 종지로 삼아 情이 시키는
대로 제멋대로 하고 윤리를 모독하므로 이적 가운데 이적이고, 금수 가운데 금수라는 것이 요점
90)90)

이었다.

며칠 뒤에는 다시 편지를 보내 안정복의 천학문답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밝혔다.

홍직필은 안정복이 사학을 배척한 공로는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논할 가치도 없는 교리에 정
당한 부분이 있어 사람들이 從信한다고 여겨 논변하는 등 천주교에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역시 오희상과 마찬가지로 천주교리는 말도 되지 않아 정당하다 정당
하지 않다 자체를 논할 수 없으며 천주교서를 모두 불사르고 천주교도를 멸종시켜 그 싹을 없애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천주교도는 형벌이나 성교 모두 통하지 않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91)

91)

천주교에 대한 논리적 반박은 무의미하며 처벌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희상이나 홍직
필은 척사서를 저술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노론 인사들 사이에 척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희상과 가까워 문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李正觀(1792―
1854)은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열람하고 ｢天學攷때｣을 저술하였으며, 1839년에는 闢邪때證을
펴냈다. 이정관은 그가 지은 闢邪때證을 이항로에게 제시하여 화서와 그 문인들의 척사론 형
성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항로는 1836년 ｢論洋敎之禍｣를 저술하는 등 척사론을 펴
고 있었는데 이정관의 영향으로 안정복의 ｢천학고｣·｢천학문답｣ 등을 검토하면서 척사론을 심화
92)92)

시켰다.

홍직필은 1847년에 자신의 문인이었던 金平黙(1819―1888)에게 편지를 보내 천주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천주교에 물든 자들이 서양인들을 끌어들여 문호를 열어 나라를 바치려고 한
93)93)

다며 내수외양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홍직필의 서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는 없

지만 김평묵은 1847년에 이정관의 벽사변증을 열람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적어 두었다가 1866
년 ｢闢邪때證記疑｣로 정리하였다. 19세기 전반의 척사론은 이처럼 노론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단서를 연 인물은 바로 오희상과 홍직필이었다.
천주교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서양세력의 동향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황사영 사건을
계기로 국내 천주교도의 배후에 서양세력이 있다는 인식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서양세력의 동
향에 특히 민감한 관심사였다. 홍직필은 1832년 로드 암허스트호가 충청도 홍주 고금도 해안에
89)
90)
91)
92)

吳熙常, 老洲集 권10, ｢(洪伯應｣
洪直弼, 梅山集 卷5, ｢(老洲吳丈｣(1818)
洪直弼, 梅山集 권5, ｢與老洲吳丈｣(1818)
琴章泰, 1993 東西交涉과 近代韓國思想,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7면. 이정관과 이항로는 1824년 척화
사적인 가평 조종암을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다. 吳瑛燮, 앞의 책, 34면.
93) 洪直弼, 梅山集 권25, ｢(金平黙｣(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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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몰하여 통상을 요청해오자 극서에 있는 영국이 극동에 있는 조선에 문서를 보내 교역을 요구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나라를 엿보려는 계책이라고 지적
94)94)

하였다.

세도정치기에 대외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그 대응책의 마련에 관심을 쏟았던 이들 가운데 상
당수가 오희상이나 홍직필과 가깝게 교유했던 인물이었음을 눈 여겨 볼만하다. 제1차 아편전쟁
이 발발하기 직전인 1839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와 중국의 사정을 국내에 전했던 李
95)95)

正履(1783―1843)와 그의 동생 이정관도 오희상·홍직필과 친교가 깊었다.

전쟁 소식을 접하지

는 못했지만 이정관은 조선에 돌아와 청의 불안한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달했을 것이 틀림없다.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앙 정계의 인물이 아니라 오희상의 수제
자 유신환이었다. 유신환은 교묘한 기계를 보유한 영국이 강소와 절강 지역을 점령하여 막대한
재원까지 손에 쥘 경우 도저히 영국을 막아낼 수 없다고 보면서 조선도 청과 같은 처지로 전락
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홍직필도 1841년 황사영 백서사건을 남인들이 바다를 건너 서양 도적
을 불러들여 나라를 바치려고 한 대역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남인들이 법을 전하여 神을 보호하
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마나 황사영 같은 이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며 크게 우려하였다.96) 아마도
96)

제1차 아편전쟁 소식을 듣고 큰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노론 산림과 주변 인물들에 의해 촉발된 위기감은 후배들 단계에 가면 보다 심화되어 구체적
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尹宗儀(1805―1886)의 闢衛新編
97)97)

편찬이다.

벽위신편은 윤종의가 출사하기 이전인 1840년대부터 저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노

론 계열의 척사론이 정리된 척사서였다. 벽위신편의 편자 윤종의는 權尙夏(1641―1721)의 학
통을 계승한 집안에서 출생한 인물이다. 한때 이정리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이정관과도 친밀하여
윤종의는 벽위신편을 저술한 후 이정관에게 보여 서문을 받기도 했다. 유신환의 문인 한장석
이 윤종의의 행장을 지었던 데서 오희상 계열과 관계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윤종의는 또
이정리 형제의 가르침을 받았던 박규수와도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 이처럼 윤종의는 오희상-유신

94) 洪直弼, 梅山集 권10, ｢(李子岡｣(1832)
95) 홍직필이 지은 이정리 묘지명에 따르면 이정리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당세의 명사들과 두루 교
유했으며 특히 오희상·홍석주·김매순과 친교가 깊었다고 한다.(洪直弼, 梅山先生文集 권43, ｢醇溪
李公墓誌銘｣) 한편 이정리 형제의 조부 李輔天은 박지원의 장인으로 박지원의 학문을 지도하기도 하였
다. 이정리 형제에 대해서는 김명호, 1993 ｢환재 박규수 연구(1)｣ 민족문학사연구4, 70-79면에 자세
히 설명되어 있다.
96) 洪直弼, 梅山集 권23, ｢與朴宗塾｣(1841)
97) 벽위신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 된다.
조광, 1981 ｢19세기 海防論과 벽위신편｣ 교회와 역사75 ; 金祥基, 1986 ｢尹淵齋와 그 遺著에 관하여｣
東方史論叢, 서울대출판부 ; 車基鎭, 1990 ｢尹宗儀의 斥邪論과 海防論 인식에 대한 연구｣ 尹炳奭敎
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論叢 ; 崔寶允, 2006 闢衛新編을 통해서 본 尹宗儀의 서양 인식,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82·한국문화 42

환으로 이어지는 정통 성리학 계열과 박규수로 대표되는 북학론 계열을 넘나들며 교유하였는데
행장에 따르면 주자학을 근본을 삼았지만 성명만을 논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경세학을 중시하여
98)98)

農兵·律曆 등의 시무학에 두루 능했다고 한다.

북학론을 계승하였던 박규수는 물론이지만 유

신환도 산림의 심성 중심적 학풍을 비판하고 경세학에 큰 비중을 두었던 인물이었음을 생각하면
의리와 경세 절충 사고는 윤종의와 교유하였던 이들의 공통 분모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윤종의의 벽위신편은 오희상과 홍직필 등 노론 산림으로부터 촉발된 척사적 흐름의 연장선
상에 위치한 것이지만 선배 산림의 인식을 극복한 척사서였다. 오희상⋅홍직필의 척사 인식은
노론의 당파적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여 남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윤종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벽위신편에는 천주교의 확산을 막고 서양세력
의 침략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전면에 놓여 있었다. 서양의 물질문명을 일절 배격하였던 선배 산
림들과는 달리 윤종의는 서양 기술의 채용도 고려하고 있었다. 서양 기술의 수용이 동양의 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 선배 산림들의 인식이었다면 동양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양 기술
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윤종의의 생각이었다. 노론 산림의 척사론은 이항로-김평묵
계열에 의해 그 정통이 계승되었지만 윤종의로 대표되는 후배들의 인식은 노론 산림들로부터 점
차 멀어지고 있었다.

4. 맺음말
오희상과 홍직필은 산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세도정치기에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노
론 산림이었다. 산림직에 초치되어 산림으로 대접받았지만 이들은 정치 참여에는 매우 소극적이
었다. 그 이유는 세도정치기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때문이었다. 이들은 척리에 의해 정
국이 주도되는 상황에서 현실을 개혁할만한 역량도 없으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인식하여 출세를 포기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지식인들의 의리인식
의 약화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파악하였던 이들은 理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을 학문 목표로 설정
하여 의리지학에 치중하였다.
세도정치기의 산림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이 없거나 부족하였고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태
도를 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는 그리 적절치 못하다. 이들의 의리지향적 인식에 보
수적 측면이 농후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재야에 머물

98) 韓章錫, 眉山集 권13, ｢工曹判書尹淵齋公行狀｣. 金祥基, 앞의 논문,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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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지만 이들은 현실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반계수록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에서 나타나듯 경세학도 중시하였다. 경세학을 수용하되 거기에는 반드시 의리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출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단순한 현실 안주 아니라
출세지향적인 풍토에 대한 비판 의식의 발로였다.
천주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도 현실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었다. 척사론을 구체적
으로 개진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척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서양 세력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의 배타적인 척사적 태도가 적절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양 세력의 움직임에 별다른 위기인식을 갖지 못하고 고식적으로 대응하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척사인식은 후배
노론들의 척사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희상과 홍직필로 대표되는 세도정치기 산림과 그 주변의 모습은 흔히 세도정치기 산림에
대해 흔히 지적되는 것과 같은 퇴영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들의 인식은 많은 한계를 지니
고 있었지만 그들의 한계는 문인들 단계에 가면 극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오희상의 문인 유신환
이 산림의 체질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개혁론을 펼쳤던 것은 그 한 단면이었다. 그런 점에서
세도정치기 산림의 성격은 이후 시기 문인들의 활동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노론 산림으로 경화 학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오희상과 홍직필의 문인들이 스승의 인
식을 어떻게 계승하고 또 극복해 나갔는가는 19세기 사상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특히 오희상과 홍직필을 각각 계승했던 유신환 계열과 임헌회 계열은 각기 다른 행보를 보
여 흥미를 끄는데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세도정치, 오희상, 홍직필, 의리, 척사론
투고일(2008. 3. 11), 심사시작일(2008. 4. 28), 심사종료일(20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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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llim’s Perception and Response to Reality under the In-law
Government Joseon
― Focus on Oh Hui-sang and Hong Jik-pil ―

Roh, Dae-Hwan *
99)

Oh, Hui-sang(오희상) and Hong, Jik-pil(홍직필) were representative members of in
the era of so-called in-law government during which the influence of the Sallim
faction was significantly weakened. Although they were appointed to the official
position of Sallim scholar and treated as such, they showed a slight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at was because they were critical of the reality of the era
of in-law government. Thinking that when the authority of the throne was dominated
by royal in-law families, participating in politics with little capacity to reform society
was only to pursue practical benefits, they gave up entering government service and
devoted themselves to academic activities.
With regard to such attitudes, it is generally appreciated that what Sallim scholars
studied failed to reflect reality, and thus futile. This is not appropriate. Their refusal
to participate in politics virtually originated from vigorous interest in reality, and
their academic concentration on Ri or principle was somewhat outdated but not
futile. While keeping a distance from politics, they had consistent interest in social
matters and even showed interest in the study of governance based on Uirijihak.
Oh, Hui-sang and Hong, Jik-pil also observed the spread of Catholicism. They
thought Catholic expansion was attributed to the weakened consciousness of
righteousness. In order to respond expanding Catholicism, they aroused intellectuals’
interest in rejecting heterodoxy. Although they did not specifically state the doctrine
of rejecting heterodoxy, they showed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rejecting
heterodoxy and urged attention to the movement of Western powers. Such attitudes
were short-sighted and close-mined. However, given that the government resorted to
*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ies, Dong 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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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gap measures to respond to the movement of Western powers with little
awareness of the crisis, their attitudes are considered quite meaningful.
Oh, Hui-sang’s and Hong, Jik-pil’s way of recognizing and handling real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junior literati who followed them. While agreeing to their
seniors’ consciousness concerning social problems, junior literati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reform reality and acted differently from their seniors. As for the
doctrine of rejecting heterodoxy, they published Byeogwi Sinpyeon, a book about
rejecting heterodoxy, in consultation with their seniors’ doctrine of rejecting heterodox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gain Sallim scholars and related people in the
era of in-law government.

Key Words : in-law government, Oh, Hui-sang, Hong, Jik-pil, Uirijihak, the doctrine
of rejecting heterodox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