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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와 논의의 범위 

이연승 

명말청초 천주교의 중국 전교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는 주로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1552-1610)와 그의 r천주실의J라는 저작에 집중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주된 이유는 마테오 리치라는 한 개인의 뛰 

어난 자질과 중국의 천주교 전교사 전반에 걸친 그의 막대한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테오 리치는 짧은 시간에 습득한 뛰어난 중국어와 고전 한문 실력 및 

비상한 기억력으로 중국 지식인들과 성공적으로 교류하였올 뿐 아니라 서양의 자 

연과학에 관한 지식에도 해박하였고， 서양에도 문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진귀한 

물품들-자명종， 프리즘， 유화 등-로 그들의 호기심올 끌 줄 아는 융통성이 있었 

다 1) 마테오 리치에 의해 형성된 예수회의 적용주의(accommodationism) 선교 

정책은 예수회 내부에서도 전적으로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17-18 세기에 

걸쳐 이어진 중국 전례논쟁(The Chinese Rites Controversy)을 겪으면서도 약간 

의 수정， 변화가 있었올 뿐 기본적인 노선으로서 포기된 적은 없었다. 또한 교황 

청은 이 문제를 재검토하여 1939년 12월 8일의 교령에서 마테오 리치의 선교 노 

선올 숭인하였으니，2) 이런 의미에서 보아도 마테오 리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1) 마태오 리치는 난창(南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유명인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회 총 
장 아콰비바에게 보고하연서. 스스로 위와 같은 네 가지를 들었다. 히라카와 스케히로， 노 

영희 옮김 r마테오 리치J (동아시아， 2002), pp. 2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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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16-18세기에 걸친 천주교의 중국 전교사 뿐 아니라 통서양의 문화 교류 

사에서 관건올 이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마테오 리치의 사후 한 세 

대 정도가 지나면서 한족의 명나라는 멸망하고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조로 들어서 

게 되었고， 중국 사상계에도 역통적인 변화가 이어졌다. 마테오 리치와 비슷한 지 

성과 열정을 갖춘 예수회 선교사들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 중국으로 파견되었는 

데， 이들이 처한 입장은 마테오 리치의 시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졌던 17세기 (16세기 말로부터 18세기 초까지를 포함)에 중 

국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펼쳤던 적웅주의 정책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색은주의(索隱主養) 노선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우선 다소 생소한 색은주의라는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논의의 범위를 셜 

정해보려 한다. 색은주의란 피규리즘(figurism)의 번역어이므로， 먼저 피규리즘이 

라는 용어를 살펴보아야겠다. 스텐데어트는 중국 기독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서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피규리즘은 중국의 경서들， 특히 r주 

역 j 과 도가의 텍스트들에 대한 셜명을 제공하는데， 이 텍스트들 안에서 신(God) 

의 계시와 관련된 표정들(signs， figurae)올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고 설명하였다.3) 피규리즘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프랑스 학자 프레레 

(Nicholas Freret)가 1732년 프레마르(Premare) 신부에게 쓴 펀지에서 발견된다 

고 하나， 그가 이 용어를 만들어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시 프레레는 고벌 

(Antoruo Gaubil) 신부 및 프레마르 신부와 종종 편지를 주고받으며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명확히 언제 누가 최초로 이 용어를 사 

용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4) 분명한 것은 프레레가 그 과정에서 피 

규리즘이라는 용어를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했으며 ， 구체적으로 부베(Bouvet) ， 푸 

께(Foucquet) ， 프례마르， 골례 (Gollet) 동 네 명의 프랑스 예수회 신부를 언급했 

2} 1742년 교황 베네틱토 14세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여 금지했던 공자에 대한 제의와 조상에 
대한 제사롤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여 러 종족과 민족의 훌흉한 정신적 유산은 보호되 
어야 한다"(전례헌장 37항)고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교도들이 공자에 대한 제례와 조상에 
대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3) Nicholas S때ndaert， ed., 뼈ndbook o[ Chris(Íanity in C꺼una， Vol. 1 (Leiden : Boston : 
Brill, 2001), p. 668. 

4) 데이비드 먼첼로는 1732년 12월 프레레가 프레마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었 
으리라 했고， Paul A Rule은 1733년 10월 고벨 신부가 프레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리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다. 데이비드 먼첼로 지음， 이향만， 장동진， 정인 
재 옮김， r진기한 나라， 중국J (나남， 2009), p. 498. : Paul A R버e， K’'ung-tzu or 
Confucius? (Sydney ; Boston : Allen & Unwin, 1986),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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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다 5) 피규리즘이란 용어에 대한 서양 학자들의 공통된 언급 중 하나 

는 이것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서야 먼첼로는 마치 이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일된 어떤 사죠가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오도하기 십상이 

지만 이들 예수회원의 연구 성향에는 편차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굳이 공통점 

올 찾자면 이들은 중국문명이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분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사실 정도라고 했다.7) 결국 우리는 피규리스트 

(figurist)로 분류되는 예수회 신부들의 연구 성향올 통해서 이 용어를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 일찍이 고벌은 피규리스트들의 이론으로서， (î)r주역」을 비롯한 중국 

경전들에서 창조， 인류의 타락， 홍수 둥 순수한 고대 종교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 

다는 것 @이들 경전에 신-인(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의 도래， 삼위일체나 성 

만찬CEucharist) 동에 관한 예언들이 있다는 것 @중국 고대 성왕의 형상 

(figures)은 구약의 성인들에 관한 언급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나열하였다，8> 그 

러나 폴 롤은 이 세 가지조차 부베 프레마르， 푸께 신부에게서 각각 강조점의 차 

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고， 아울러 피규리즘이란 “유교에 대한 신화 

5) 데이비드 먼첼로， 앞의 책， pp. 498-499. 
6) 크누트 룬트액은 오래된 중국의 경전들 안에서 ‘형상(figures)’을 찾는 것은 이들이 수행했던 
보다 광대한 주석학적 작업의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올 들어 이 용어의 부적함을 
지 적 했다. Knud Lundbæk, Joseph de 규태1are: Chinese PJuïoJogy and Figunsm, 
Aarhus C, Denrnark : Aarhus University Press, 1991. p. 110. 

7) 데이비드 먼첼로는 인류의 어떤 문명을 역사적으로 추구해 들어가연 결국 모든 문명은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전제를 가진 이들 모두를 피규리스트라고 할 수 었 
으며l 예컨대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였던 장 프랑스와 라피또(Jean-Francois Lafitau)는 북 
아메리카 인다언과 관련하여 이 이론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17세 
기 예수회 색은주의의 한 근원으로서 고대 신학(Prisca theologia)이라 불리는 그리스도교 
비전주의 전통이 언급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었다. 고대 신학에서는 특정 이교도의 기록은 
진정한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흔적을 포함하고 었다고 하며 ， 시대가 흐를수록 다양한 문화 
속의 더 많은 사상가들이 고대신학자의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다. 언첼로는 ‘비전주의와 부 

베의 색은주의’라는 小節에서 고대 신학의 역사와 성격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데이비드 
먼젤로， 앞의 책， p.499와 pp. 494-502. : 크누트 룬트백은 이런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피규리즘이란 성서 텍스트의 주석학에서 사용되었던 특수하고도 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류의 해석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교회(Church)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했 

다. 암1Ud Lundbæk, lbid., p.109. : 마이클 헥커 역시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볼 때 피규리즘 
이란 초기 기독교 이래 유럽의 지적 분위기에 본질적인 특성인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 의미가 이미 문자， 말， 사람과 사건 동의 방식으로 이미 구약 성서에 미리 그 형 

상이 나타나 었다(prefigured)’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성서 주석학의 해석학적 방법이라고 말 
한다. Michael Lacker, "Jesuit Fig띠sm" ， Lee, Thomas H. C, ed., China and Europe 
(Hong Kong :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1), pp. 130-131. 

8) Paul A R버e， op. cit. ,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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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해석”이라고 셜명하였다.9) 이처럼 문제의 소지가 많은 피규리즘을 ‘형상주 

의’나 ‘비전주의’ 풍으로도 번역할 수 있을 테지만， ‘색은주의’라는 번역어가 주로 

사용되는 배후에는 ‘씩옹(索隱)’이라는 말이 이미 r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오래된 

용어이며 r흉루몽』 연구의 한 조류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미 한자문화권에서 사 

용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1O} 

본고는 중국 예수회 색은파에 속하는 학자들에게서 ‘유교’에 대한 이해의 방 

식이나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주로 다룰 것이다 11) 앞에서 말했듯이 색은 

주의는 마테오 리치의 적웅주의 선교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어난 ‘약간의 수 

정， 변화’의 한 측면에 불과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어떠한 변화가 소위 색 

은주의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설명되어야만 비로소 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2) 또 위에서 언급된 네 학자들 가운데， 색은주의의 형성에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부베(1656-1730， 중국어로는 白쯤 혹은 白進이라고 씀) 

와 색은주의척 사상의 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프레마 

르(1666-1736 ， 중국어로는 馬若훌、 혹은 馬約훌라고 씀)를 주로 다룰 것이다. 주 

9) 폴 률은 피규리즘이란 포기하는 게 나올- 정도로 사람틀을 요해를 일으키는 용어이고， 이들 
올 지칭했던 많온 대용어들， 예컨대 ‘부빼 신부파’나 ‘부메티즘’， ‘상형문자학’， ‘새로운 에녹 
학자들’， ‘복희-에녹학자 신부들’ ‘역경주의자들’ 퉁은 피규리즘올 포괄하기에는 지나치게 톡 
수하므로 역시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Louis Porquet가 부베와 그의 추종자들을 용호한 편 
지에서 사용했던 “신화학자들(mythologists)"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 fbid, p. 156. 

1이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의 검색 앤진에서 색은주의라는 용어를 찾으연 r홍루몽j 연구와 관련 
된 사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시핑은 r주역· 계사전」의 “探廣索隱， j행~致遠， 以定天下
之吉~， 成天下之흩홉者， 莫大乎著뼈.(깊숙한 것을 탐구하고 은밀한 것올 탐색하여 깊은 것 
올 낚아내고 먼 것올 극치에 이르게 하여 천하의 좋고 나쁜 것을 정해 놓음￡로써 천하의 
근연성을 이루는 것으로는 홉짧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라는 구절과 더불어， 채원배 선생 
의 r:{5챙記索隱‘」에서 ‘柔隱’에 대하여 ‘品行相類’， 혔事有證’， ‘姓名相關’이라는 세 가지 의 
미를 부여했응을 나열하였다. 張西.2J'， r歐뻐早期漢學史J， 北京 : 中華짧局， 2009, p. 516. 

11) 그 과정에서 마테오 리치와의 비교를 전연에 내세우지는 않겠지만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다. 

12) 노트르당 대학에서 중국 역사와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젠슨 교수는 콘퓨치우스 -젠슨에 
따르면 Confucius는 명말 이래 중국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그 실질적인 합의는 중국의 孔子와는 구멸된t:.}- 와 중국 문명을 동일시하는 경향의 종착 
점에 색은주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색은주의는 중국의 고대 문화가 신(God)의 계 
획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마테오 리치의 독창적 관념올 창조적으로 간직하고 있 

었던 원시과학적 해석학(protoscientific hermemeutic)0]라고 하였다. Lionel M. Jensen, 
Manufacluring Confucian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 117. 먼첼로는 
리치의 적웅주의로부터 색은주의로의 도약은 별로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씩은주 

의를 예수회 적웅주의의 진화라고 표현했다. 데이비드 먼첼로， 앞의 책， p. 20과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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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로는 부베의 r古今敬天뚫」과 프레마르의 q需敎實義』를 택했는데， 한편으로 

는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이 자료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l3) 다른 한편으로는 

본고의 주제가 이들의 유교 이해라는 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으려라 생각했기 때 

문이다. 

11 . 예수회 색은주의 형성 시기의 역사적 상황 

예수회 색은주의에 속한다고 일컬어지는 네 명의 신부들은 스스로 색은주의자 

로서 자처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자고 합의한 것도 아니었다. 다 

만 그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사항이란 첫째， 그들이 처한 중국의 상황에서 선교사 

로서 삶을 모색하였다는 것과 둘째， 이들이 유럽의 17세기의 원시중국학 

(proto-sinology)14)의 형성에 이바지하연서 동시에 이를 가능케 했던 유럽의 지 

적인 분위기와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이 

해가 펼요한데， 우선 색은주의 사상을 형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이들이 적 

웅해야 했던 중국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이들이 직연했던 중국은 마테오 리치 

가 선교활동을 펼쳤던 명대 말기가 아니라 만주족이 지배했던 신흥의 청조였다고 

하는 역사적 상황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중국은 잠시 머물다가 떠 

날 곳이 아니었다. 예수회 총장의 소환을 받아 유럽으로 돌아가 생을 마쳤던 푸 

께 신부 외의 다른 세 선교사 모두 중국에서 수십 년올 살다가 중국에서 삶을 마 

감하였다. 부베와 프레마르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들이 접했던 중국의 실제적 상 

황에 대 해 살펴 보자 15) 

부베는 일찍이 중국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중국 선교의 포부를 

풍게 되었으며， 1673년 예수회에 입회했을 때 이미 그는 중국 선교에 헌신하겠다 

는 결심올 굳혔다고 한다 16) 그는 수학， 천문학 퉁 자연과학적 지식에도 해박했던 

13) 이후에 서솔하듯이， 부베와 프레마르의 저작은 매우 풍부하나 전례논쟁에서 교황청의 지지 
를 잃은 관계로 이들의 저작은 대부분 출간되지 못했다. 

14) 데이비드 먼첼로는 앞의 책의 서문에서 중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초기 연구들을 ’원시중국 
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행문의 간이함을 위하여 17세기라고 했지만 18세기 초까 
지를 포함한다. 

15) 네 사람이 처했던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청초의 정치적 ， 학술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이들 모두는 청초의 변화하는 학풍 속에서 흉기했던 고중학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다. 장시핑온 특히 부베와 李光地， 프레마르와 劉癡과의 교류를 지 
적하였다 張西平， 앞의 책. p.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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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학자로서， 중국으로 파견된 최초의 프랑스 얘수회원 그룹에 선발되어 

1688년얘 중국에 도착하였다. 부빼는 중국에 가자마자 곧 북경으로 가서 황제(강 

회제)의 신하가 될 수 있었는데，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떠 

올린다연17) 이는 예수회의 중국 선교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테 

오 리치가 중국에 도착한 때는 명말의 무기력하고 은둔적인 황제였던 만력제가 

재위에 있언 시기로서，l8) 그는 직접 횡제률 알현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으며， 비교 

적 고위의 사대부 지식충과의 지적 교유를 통하여 중국 문화에의 적웅주의 방침 

을 확립해나갔다. 그러나 부빼가 도착했던 1688년의 중국은 젊고 진취적이며 유 

능했던 강회제가 다스리던 청초로서，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 역시 더 이상 명말의 

상교 공존이나 삼교 합일올 주장하는 혼합주의적인 것 19)이 아니라， 송대 신유학 

올 유교의 정통적 형태로 수용함으로써 만주족이 다스리는 제국의 위상올 합법화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젊은 황제가 부베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 

사들율 신하로 여기연서 그들로부터 서양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했고 아울 

러 선교 활동을 허락했던 것은 혜수회로서는 더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반면， 마 

테오 리치 이래 그리스도교 교리와의 조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부되었던 송대 

신유학을 대연하는 문채는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 

다. 이에 부빼는 마테오 라치와는 다른 적웅주의의 기반올 찾아야 했고， 그것이 

곧 색온주의 노선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테오 리치가 성리학을 비판하고 

원시유교로 돌아가 r시경J o1 나 r서경J 퉁에 분명히 남아 있는 上帝와 인격적인 

天의 자취흘 부각시킴으로서 유교를 보완하는(補隔) 역할올 자처했헌 것은 당시 

여전히 지배적이었던 신유학적 지식인들에게 천주교 교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 

이 아니었응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2이 그런데 황재 한 사랍만을 만 

16) 중국 예수회 선교사들의 생애와 저작 목록에 대하여 가장 펀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구서 
는 쨌@之 (Pfister)신부의 r在훌耶ae土셋IJ lfJlUJ 텀」과 方豪 신부의 r中國天主敎史A~傳」
이다. 부빼얘 관한 내용은 각각 상권의 pp. 434-441과 체2권의 pp. 278-287(푸께의 전기 
와 합께 묶여 있음)에 었다. 

17) 마테오 리치는 1582년에 마카오에 도착한 이래， 20년 가까운 끊임없는 노력으로 1601년 
에 바로소 북경에 업성할 수 있었다. 

18) 무력감에 빠져 권태롭고 은둔적인 삶융 보냈던 만력제에 대해서는 황런위(했仁宇)의 다음 
책 전반과 특히 제 1장에 잘 나타나 있다. 레이 황 지음， 박상이 옮김. r1587. 아무 일도 
없었던 해J ， 가지않은길， 1997 초판: 2C뻐 개정판. 

19) ‘혼합주의척(syncretic)’이라는 용어는 언첼로의 표현을 빌린 것이다. 데이비드 먼첼로， 앞 
의 혜， p.492. : 직접적으로는 려치외 r천주실의」 제7장에서 리치가 당시 중국의 종교를 
삽합쿄(三園敬)라고 표현하연서 하나의 옴애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요괴라고 묘사한 것을 

상기해본다연，("夫前世줬행三敎， 4H훌)t-. 近1!t不知從何出， 一妹흩， 一g三휩i， 名日; 三휩 
혔.") 리치 자신의 생각얘도 적합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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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면 되었던 부베는 만주의 황제들 역시 정신적 조상으로 인정했던 유가 문 

헌 속의 고대 성왕 전통에서 적웅주의의 기반올 발견했던 셈이다.21) 

중국에 도착한 후 줄곧 경사에 머물렀던 부베와는 달리， 프레마르22)는 江西 지 

방에 머물며 선교 사업올 전개했으며， 부베가 만주족의 시각으로 중국 문화를 파 

악했다면， 프레마르는 한족의 문화에 한충 더 친밀하였고， 중국의 텍스트에 훨씬 

더 뛰어난 이해력을 보였다.23) 부베는 기량이 뛰어난 예수회 선교사를 모집해오 

기 위해 강희제의 대리인으로서 일종의 특사의 임무를 띠고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1699년 8명의 신임 예수회원과 더불어 다시 중국에 도착했는데， 이 여넓 명 중의 

한 사람이 바로 프레마르였다. 그는 부베의 행동과 사상에 완전히 통의하지는 않 

았으나， 스스로를 부베의 제자(discip le)라고 칭했다.24) 부베의 창조적 사상이 전 

개된 것은 강희제가 제위에 있는 시기였다면， 프레마르는 웅정제가 선교 활동을 

금지하는 칙령이 내린 이후에도 꾸준히， 오히려 더 많은 저작에 몰두했다. 프레마 

르는 1699년부터 1724년까지 강서에서 선교 사업을 펼치다가， 1724년 용정제의 

금령에 따라 광동으로 옮겨 1732년까지 살았고， 금령이 풀린 후 마차오에서 살다 

가 1736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색은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저작들은 대부분 광동 

에 거주하던 시기에 쓰였다 25) 전반적으로 프레마르는 중국과 유럽의 적대감이 

자라나는 가운데에서 저작활동을 했던 셈이고，26) 무엇보다도 그는 용정제의 금령 

에 대연하면서 신유학과의 사상적 접점을 찾고자 시도하였다고 하겠다. 결국 부 

베와 프레마르는 전례논쟁이 진행되던 와중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으로， 

20) 물론 이러한 마테요 리치의 시도는 신유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고， 다만 

소수의 동조를 얻어냈올 뿐이었다. 

21) 데이비드 먼젤로， 앞의 책. pp. 493-494. 

22) 프레마르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셜명은 췄행之의 fti:꿇耶蘇會土列{핑及옆目」상권의 pp. 
525-537과 方豪의 r中國天主혔史A物{따」 제2권의 pp. 295-297(DoITÚnicus Parrenin의 
전기와 함께 묶여 있응)에 있다. 

23) David Mungello. "The ReconciJiation of Neo-Confucianism with Christianity in the 
Writings on Joseph de Premare. S. J.". Philosophy East and West. V이.26. No.4(Oct. 
1976), p. 392. 

24) Paul A Rule, op. α't . pp. 177-178. 

25) 1725'd에 그는 ‘ Selecta quaedam vesligia praecipuorum Chrìstianae Relligionis 
dogmatum ex aotj깅uis 5inarum libris eruta"(중국 고대의 경서틀로부터 뽑은 탁월한 그리 
스도교 교의의 흔적의 선집)올 완성했으며 ， 1728년에는 Notitia Linguae 5iηicae/..중국어에 
관한 지식)을 저술했고， 같은 해에 Lellre sur le monotheisme des chino찌중국의 일신교 
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다. David Mungello, op. cit., p. 390. 

26) Jbid.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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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년 로마 교황 클레멘트 11세는 금령을 발표하여 예수회의 적웅주의적 선교 

활동을 금지하였으므로 이들은 더 이상 마테오 리치의 노선올 그대로 따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강희제나 용정제의 보호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었다. 

이들은 이미 교황이 비판했던 예수회의 선교사로서 중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스스로 모색해야만 했다 27} 예수회의 색은주의는 이런 상황에서 생겨났고 전개되 

었던 것이다. 

이제， 색은주의 선교사들과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17세기 유럽의 원시 

중국학으로 눈올 돌려보자. 그리스도교의 중국 선교와 원시중국학 사이의 연관성 

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먼첼로의 저서 제목에 사용된 ‘curious’라는 단어28)는 

필자에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읽힌다. 즉， 이는 중국에 발올 내딛었던 선교사들의 

시선을 묘사하는 말이자 동시에 그들이 전해준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며， 이것을 수용했던 유럽인들의 감각을 묘사핸 말이자 동시에 그 

들의 추구 자체를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묘사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백과사전적 호기심은 17세기 유럽의 주도적인 지성 양식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진기한 나라 중국에 대한 진지한 탐구 역시 이로부터 자양분을 얻었을 것이다，29) 

다양한 이국 문화에 대한 자료들온 유럽 지식인들의 박물학적인 관심올 더욱 넓 

힘과 동시에 방향성을 가지게 했으니， 그것은 바로 원시중국학에서 나타나는 인 

류 보편의 역사와 보편언어 흑은 보편문자에 대한 추구였다. 

먼저 ， 인류 보편의 역사에 대한 추구는 중국 연대기에 대한 막대한 관심과 아 

울러 이를 구약 성서의 연대기와 일치시키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같은 시기 

유럽의 계몽주의가 막대한 흥미를 쏟았던 근원(origins)에 대한 추구와도 상통하 

는 바가 있다，30>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예수회 소속 마르티니 

(Martino Martini, 1614-1661) 신부의 r中國上古史』였는데， 이는 중국 전통과 성 

27) 張西平， 앞의 책 ， p. 569. 
28) r진기한 나라， 중국J의 머리말에서 먼첼로는 이 책은 중국 선교의 유기적 성장과 원시중국 

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발전과정올 추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curious’라는 용어 

가 가지는 의미 가운데 ‘심혈을 기울이는 엄밀성， 상세한 주의력， 그리고 능숙한 탑구를 요 

구하는 주목할 만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라틴어 형용사인 curiosus와 비슷한 의미’가 자신 
의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먼첼로， 앞의 책， pp. 11-12. 

29) 앞의 책. p. 566. 
30) Rowbotham은 유럽의 계몽주의는 기원의 문제에 대해 막대한 흥미를 가졌다고 하연서 새 

로이 소개된 중국사의 연대와 관련하여 연대기의 문제가 당시 유럽 학Ã}틀에게 큰 관심사 
였응올 지적하였다. Amold H. Rowbotham, op. cit , pp. 47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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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연대기들올 조화시키려는 시도로서 많은 유럽 지식인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한다.31) 마르티니의 r중국상고사」가 나오기 이전부터 17세기 유럽에서는 정확한 

연대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었고， 이 관심은 근본적으로 성서와 

연결된 것으로서 우주의 창조， 대흥수와 노아의 방주 둥둥 구약의 ‘이야기’들에 

구체적인 연대를 부여하면서32) 전 인류의 공통된 역사를 상상 속에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신화에서도 발견되는 대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와 

직결되었고， 이는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한 번의 대홍수를 겪었다는 중거로 여겨 

지면서 연대기를 더욱 열렬히 추구하게끔 했던 것으로 보인다.33) 홍수신화가 인 

류의 보펀적 연대기의 탐구를 촉진시켰다연， 바벨탑 신화는 ‘보편언어 (universal 

language)’의 탐구34)에 박차를 가했다. 인류의 교만으로 언어가 흩어지기 이전의 

언어인 ‘근원언어(Primitive Language)’를 확정짓는 일은 17세기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언어의 통일성과 단순성은 보편언어를 탐색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중국어는 보편언어의 중요한 모델 역할올 하였다고 한다 35) 존 웹Oohn Webb, 

1611- 1672)은 r중화제국의 언어가 근원언어일 개연성올 확립하려는 역사적 에세 

이J(669)에서 중국어를 근원언어 라고 하면서 노아의 후손， 즉 노아의 아들들 중 

셉의 후손들이 바밸탑 사건이 있기 이전에 동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 정착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36) 또， 마르티니의 스숭이기도 했던 키르허(Athanasius 

31) 이 책의 라틴어 윈헨본은 1658년， 암스테르암본은 1659년， 그리고 프랑스어 번역본은 
1692년 판본이 전해진다. 데이비드 먼첼로의 r진기한 나라， 중국」의 제4장 「마르티니의 
중국 역사와 지리학에 대한 원시중국학의 수용」에 상세한 설명이 었으며， 필자는 주로 이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2) 마르티니의 r중국상고사」가 나오기 이전， 아일랜드 Amagh 市의 대주교 James Ussher가 
r신구약 성서의 연대기」에서 the Hebrew Masoretic Text를 차용하여 ‘아담의 창초는 기 
원전 4004년， 노아의 홍수는 기원전 2349년에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연대들은 곧바 
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고 한다.4세기 성 제롬에 의해 이루어진 불가타 성경은 어셔의 
연대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반연， 70인역 성서의 경우， 에우비세우스의 r연대기」에 따르연 
천지창조는 기원전 5200년， 노아의 홍수는 기원전 2957년으로 본다고 한다. 데이비드 먼 
첼로， 앞의 책， pp. 204-205. 

33) 심지어 존 웹(John Webb)은 요임금이 바로 노아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마르티니는 
이러한 연대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복희씨가 r주역J 

의 패를 만들었다거나 중국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데이 
비드 먼첼로， 앞의 책， pp. 207- 211. 

34) r진기한 나라. 중국j의 제5장 「원시중국학자 키르허와 비전주의자들의 영향력J과 제6장 「

원시중국학과 17세기 유럽의 보편언어에 대한 탐색J ， 제7장 f독일 원시중국학자들의 중국 
어 비결을 찾기 위한 당구J 는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펼자는 주로 이툴 참고하 

였다. 

35) 데이비드 먼첼로 앞의 책 ， p. 285와 pp. 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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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cher, 1602-168이는 그가 편집한 r中國圖說」에서 샘이 아니라 합의 후손들이 

바앨탑 사건 이후에 중국애 정착했다고 하였다.3끼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연， 셈이든 함이든， 또 바벨탑 사건 이전이든 이후든， 이들은 신화와 역사를 

교차시키면서 상상적인 가셜을 향해 추리를 거듭했올 따름이었다는 것을 쉽게 간 

파할 수 있다. 이들은 ’진기한’ 열정으로 ‘진기한’ 탐구를 했던 것이다. 더육 놀라 

훌 것용 베이컨， 라이프니츠를 포함한 수많윤 유럽의 지식인들이 보편안어와 보 

펀문자의 탐구에 열중했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온 인류 공동의 연대기나 보편의 언어. 문자에 대한 탐구의 배후에는 전 

인류가 신의 자손으로서 공동의 조상융 가졌다거냐 흑은 같은 종족에 속했으리라 

는 믿음이 열든 짙든 깔려 있었으며， 바로 이런 사실을 예수회 색은파 선교사들 

도 공유하고 있었다. 색은주의자들 역시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기록올 세계 역사 

와 통일시하면서 셈과 그의 후손들이 신의 율법올 동아시아로 가져왔다고 여겼으 

며38)， 구약의 인물과 고대 중국의 영용틀을 동일시함으로써 고대 중국의 역사와 

기독교 세계의 연대기를 조화시켰다. 니롤라스 스핸데어트(Nicholas Standaert)는 

색은주의자들이 다루었던 특수한 주제의 하나로 복희씨를 들연서， 색은주의자들 

이 신화적 황제 복희를 그리스-이집트에서 법을 만든 혜르에스 트리스메기스토 

스， 즉 이집트의 토트신 및 에녹 족장과 동일화했다는 사실을 지척한다.39) 색은주 

의 선교사들은 유럽의 지성계와 호홉을 같이 하면서 유럽에 지적인 자극이나 중 

요한 정보률 제공하기도 했고， 그틀의 지적인 관심에 호웅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저작활동융 하기도 했다. 이렇듯 예수회 색은주의자들의 연구 영역온 광범위하지 

만， 그 가운데 그들이 중국에서 대연했던 가장 중요한 사상적， 종교적 전통이었던 

유교와 관련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두 색은주의 예수회 신부들의 저작을 살펴 

보겠다. 

m. 부베의 r古今敬天훌 

부베의 색은주의적 사상올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r역경』에 관한 그의 수많은 

36) 데이비드 먼첼로， 앞의 책. p. 292. 
37) 상동. 
38) 데이바드 먼젤로， 앞의 책. p. 500. 
39) Nicholas Standaert. ed.. op. cit. p.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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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들이라라 생각되지만， 전례논쟁에서 예수회가 교황청의 지지를 잃게 되면서 

그의 저작은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출간이 금지되었으며 아직도 그 사청은 마 

찬가지다.4이 따라서 몇몇 학자들이 바티칸에 가서 그 일부를 보고 인용한 경우는 

있으나， 대체로 부베의 r역경』에 관한 논의는 그가 유럽에 보냈던 서신들， 특히 

그와 라이프니츠가 주고받은 서신이나 강희제의 일기 안에 나타난 r주역j 연구 

과정에 대한 기록 둥을 위주로 이루어져왔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서는 부베가 r역경』을 유대-기독교 전통과 관련지어 해석했 

으며， r역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마치 구약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기하는 어떤 표정적 형상(figures) 흑은 瓚型(types)으로 이해했다는 것 

정도만 언급하려 한다 4 1) 이를 통해 그가 유교의 경전을 대하는 태도의 일단올 

엿볼 수는 있올 것이다. 

전례논쟁의 와중애서 쓰인42) r고금경천감」은 프랑스 국가도서관에 手橋本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t京大學 宗敎없究所에서 펴낸 r明末淸初耶蘇會

思想文厭健編」이라는 총서의 제 19권으로 출간되었으며43) ， 2009년 10월에 출간된 

r法國園家圖휩館明淸天主敎文짧』이라는 총서(전26권)의 제26권에도 두 종류의 수 

4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티칸 도서관의 소장도서 목록 작업을 검토해보면， 그의 저서로 확인 

되는 r역경J 관련 저작이 16편이고， 그의 저서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문헌이 15편 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시핑은 두 종류의 바티칸 도서관의 도서목록올 비교하여， 각각 

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張西平， 앞의 책， pp. 521- 529. 
41) Knud Lundbæk은 이 같은 설명올 하면서 천혀 주해를 달지 않고 있다， 암1Ud Lundbæk, 

op. cit., pp.112-113. 陽宏聲은 부베의 r주역」 연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위대한 r주역」 
의 신성한 훈시는 오직 중국과 서양 학자의 협동에 의해서 그 찬란함올 널리 떨칠 수 있 
다. 中西를 막론하고 인류는 모두 통일한 조상으로부터 나왔으나， 본래 한 형제고 같은 조 
물주로부터 나왔으니， 같은 뿔칩11올 받아 이어가고 공동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싣고 있으나， 이를 方흉의 r中國天主~人物쩌」라는 확인할 수 없는 책에 서 인용하고 
있다， 그가 밝힌 서지사항에는 1970년에 훌中의 先양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고 했지만， 이 
책은 대만， 중국， 일본， 홍콩의 도서관들을 두루 검색해보아도 발견할 수 없었다. 方豪의 r 

中國天主혔史A物때」은 바로 1970년에 훌中의 光양出版l社에서 출간된 것올 영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올 잘못 쓴 것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楊宏聲이 인용하고 있는 부베나 푸께의 
말들은 이 책에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가 없다. 楊宏聲 r明
淸之際在華耶蘇會士之r易j說」， r周易，!iIf究J ， 2003年 第6뼈. pp. 46-47. 

42) 부베는 1703년 북경에서 이 저작올 완성했으며 ， 1707년 다시 강회제의 r일강」을 집록하여 
포함시키면서 자신이 서문을 썼다 r古今敬天뚫解題J. 鄭安德 編햄 r古今敬天뚫J. 北京，
2000, p. l. : 폴 롤은 이 책이 전례논쟁의 초금 이전에 쓰였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전 

례논쟁을 1715년 예수회 선교 방침에 대한 교황의 금령이 내렸던 것을 기정으로 잡았기 
때문이리라 짐작된다. Paul A Rule, op. cit., p.162. 

43) 2000년에 출간된 이 총서는 초고를 출간한 것으로서 ， 비매풍이나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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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본이 실려 있다.44) 피스터 (Piister)의 r채화 예수회 선교사 열전 및 서목(在華耶 

蘇會士列鷹及휠 13 )J 어l 는 r중국 언어 중의 天과 上帝』라는 책에서 부베가 이미 중 

국 고금의 서적에서 참된 천주에 대한 명칭으로서 天과 上帝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음을 증명하였으나， 출간을 금지당하고 모든 판각본을 몰수당했다는 기록이 

있다.45) 이로 미루어보면 r고금경천감j은 바로 위의 저작올 수정， 보완했던 저작 

임올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r고남경전감J의 형식이나 내용이 바로 피스터가 

말한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상， 하권으로 되어 있으나 하권은 상권과 

형식이나 내용도 다르고 분량도 약 1/8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상권만을 본운 

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상권은 42개의 큰 제목 하에 각각 소항목이 들 

어가 있는데， 이 책의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전례논쟁 가운데에서 마테오 리치의 

선교 노선올 웅호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논쟁의 관건이 

었던 기독교 유일신(앞으로는 ‘하느님’으로 표기)의 명칭과 제사의 문제에 집중되 

어 있다. 저술의 형식은 중국의 경서 구절을 제시한 후， 이어 후대의 주해 내용이 

나 강희제의 r日講』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발혜， 나열하는 일정한 틀올 유지하고 

있으며46) ， 각 항목의 끝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도 있다. 이런 형식으로 인하여 r고금경천감」에서는 일관된 부베의 주장올 읽어 

내기가 어렵고 아쉽게도 색은주의적 연모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술의 

배후에 있는 색은주의적 사고를 발견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면， 부베의 유교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부베가 중국 유교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식은 마테오 리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부베는 r고금경천감J r자서」의 첫 머리에서 “예로부터 유자들이 전적에 

44) 본 총서의 목록에는 두 개의 판본 가운데 첫 번째 것(Cour뻐t No. 7161)은 부베의 저작으 
로， 두 번째 것(Courant No. 7162)은 無名&로 되어 있으나， 내용이나 형식이 거의 통일 
하므로- 후자에 상권의 29, 30이라는 숫자가 붙은 내용이 더 들어있다 -같은 책의 다른 
수고본이라고 보는 편이 옳올 것이다. 정안덕이 편집한 r고금경천감」은 첫 번째 판본에 따 
르고 있으며， 다만 정려하면서 소제목올 풀였고， 간체자로 바꾸었다. 앞으로 r고금경천감」 
을 인용할 때는 정안덕이 편집한 판본(r明末淸初耶縣會思想文鳳維編J， 第19 111}， 北京，
2000)에 따라 페이지수를 표시하며 . 표정은 다소 수정한다. 다만 다른 판본들올 비교하여 
차이가 었으연 밝히도록 한다. 

45) 費賴之， 앞의 책. p. 438. 
46) 講官이 황제에게 경서를 강의하는 것을 R講이라고 하는데， 이를 기폭한 r日講」만올 나열 

한 정우가 대부분이다. 쩔~fi華의 통계에 따르면 r s講」의 인용은 132차례， 後쁨의 注政
가운데 r十三經않짧」의 인용이 18차례 r性理大全」의 인용이 5차례이며 r‘正흉」과 r西銘」
올 각각 한 차례씩 인용했다고 한다. 찢IJ~훨 , 앞의 책.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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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는 수신， 제가， 치국의 도를 중시하며， 敬天올 근본으로 삼지만， 先{需

와 後備가 경천하는 취지는 크게 다르다껴7)라고 하면서 리치가 택했던 先짧와 後

{需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베는 이를 다시 古協， 中f需， 宋橋를 나누어 

서술하지만 초점은 고유(선진 시대를 말함)와 송유에 있고， 중유는 다만 그 사이 

에 해당하는 진한， 위진， 수당 시대의 유자들을 가리킨다. 이어서 부베는 “고유는 

天學48)에 가깝기 때문에 경천하는 자들은 상재가 지존무대하고 전능하며 지극히 

신령하다는 것， 또 선악을 상별하고 공평무사하며， 진실로 만유의 근본이 되고 만 

유를 주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언제나 상제를 조심하고 두 

려워하며， 공경하고 받들었다"49)고 하며 古f혐의 완전함을 높이 평가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마테오 리치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런데 전국시대의 혼란과 진시황 

의 분서를 겪으연서 뺏 전적에 담겨 있던 경천의 본래적 취지와 예로부터 전해온 

문화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비록 聚天의 의례와 事天의 언설이 있다고 해도 

그저 곁으로의 의례나 헛된 문장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한다.50) 그러다가 “송대에 

이르러 전대의 유자들이 도가로 흐르고 여러 제왕들이 망령되었던 것을 미워하여 

백성들올 바꾸려 얘썼으나 슬프게도 송유들은 진정한 천주가 유일하다는 취지를 

알지 못하고는 각기 억지스러운 언셜올 왕성하게 펼치니， 옛 경서(의 진정한 의 

미)는 이에 어두워지게 되었다페)고 하였다. 

이어서 부베는 역대 名備들이 古備의 뭇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유학 전통에 속하는 r표經大全」의 서문이나 r性理會通· 講합表j를 인용 

했으며 ，52) 특히 錢談益이 新刻 r십삼경주소」의 서문에서 송대 학자들을 비판했던 

47) “從古以來， 諸짧皆重싸絡所戰修身齊家治國之道. 無不以敬天앓本， 然、先後之밟댔天之듭大不相 

同 " ，고금경천감J. p. 18. 
48) 부베가 여기에서 말하는 天學은 부베의 의미에서는 내용상 천주교의 교랴， 그 중에서도 천 

주에 관한 교리가 되겠으나， 문연 상으로는 동서양올 막론하고 하늘(즉， 천주)에 대한 참된 
학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9) “上古之隔近於天웰. 故其敬天~. 明識有훌J:帝至~無협， 全能至神至짧， 賞웰휠惡， 至公無私，

멸鳥萬有之根本上宰. 所以朝강小心짧짧， 짧之， 敬之， 事之" r고금정천감J. p. 18. 
5이 “中젊不幸폈戰國쨌핍之험f. 於時， 典籍所載敬天之原룹， 與古{훨之文幾c ....... 雖왔天之없， 행天 

之說尙在. *IE不웹外앓虛文 ...... " 상동. 
51) “追훌宋朝. te前램流於道家， 짧帝之홉， m꿇草之. t홈歲. 宋샘有끼，明형主唯-之릅者. 왔i물其 

8흉說. 以經乃B훨훗" 상동. 

52) “ r띔經大全· 序J. 元城劉民효， 漢承策火之後， 諸f힘4￥有所웰， 談經或得或失， 各自名家 r易經

大全· 程序J :i;, 去古雖遠， 退經尙存， 然前램失意以傳言， 後學5띠를而忘味， 13~흉以下蓋無{황훗. 
't1理會i퍼· 짧멈·表J :i;， Êl王道없훌， 異端앓起， 섭용熱泰火之AA. 穿뚫i'J!(;앙之뺑， 其間存者不kêtm

線" 상동.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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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맹인들이 서로 스숭 노릇을 하는 듯(狂활相師)"하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송 

학의 혼란함을 부각시카고 있다.53) 오경 가운데 그가 특별히 중시했던 r역경j에 

대해서는 ‘’명대에 찬수한 r역경』이나 r성려대전j은 모두 바른 학문 밖에 있는 조 

잡하고 일천한 것일 뿐， 바른 학문의 오묘함이 아니며，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r 

역』은 이미 사라졌으니， 네 성인의 역은 캄캄한 밥과 같은 지가 이천 여년이 되 

었다”고 한 來之德의 말을 인용하였다.54) 그렇다면 이떻게 경의 본의로 툴아갈 

수 있을까? 부베는 먼저 강회제의 r日講』과 r古文淵醫.155)에 실련 내용 가운데 인 

격적인 상제로서의 의미가 부각된 天， 上帝의 용례를 들어 당시의 황제가 敬天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모습올 서술하였다. 그 후 天學올 다시 회복하여 밝히기 

위한 방법을 나열하는데， 첫째는 天이 주재하는 모든 덕의 오묘함은 경전에 나뉘 

어 실려 있으니， 이를 조목별로 나누어 나열함으로써 천학의 본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56) 둘째는 경전에 대한 중고 시대의 유자들의 분명한 주해들의 대 

체를 채록함으로써 천학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5끼 셋째， 사람은 모 

두 하늘이라는 큰 부모， 군주， 스송이 낳고 기르시는 존재이니， 그 가르침은 본래 

하나이고 오직 天學의 사람이 있을 뿐인데， “중화의 경서가 싣고 있는 본래적인 

天學의 취지는 그 전해지는 참됨을 잃고 말았으며， 서토의 여러 나라에는 아직 

천학의 본래적 의미와 r天主聖經』의 참된 전함이 보존되어 있으니， 이제 그에 의 

거하여 중화의 경서를 풀이한다면 천학의 정미한 뜻을 밝히기에 족할 것”이라고 

한다.58) 그리하여 r자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53) “ r十三經錢序」죠， 宋之學者自謂得不傳之學於펴經， 쩔天下不쩌1뿔經學古， 而췄行훨址， 
以狂혐相師l 힐I1至於今" 상동， p. 19. 밀줄 친 ·홉’라는 글자는 두 수고본에는 ‘뼈’으로 되 
어 있다. 또한 전겹익의 문장을 부베는 ”以狂뺨相師. 횡1 1至於今"으로 인용하였으나， ‘以狂
협相師.’로 구두하고， ‘횡11꿇於今， 較材小隔.’로 이어 읽는 것이 순통하다. 

54) “ r易經· 來注· 來序」급， 本후8훌(~r易經J r性理大全J. 乃門外之租짧， 非門內之햇妙.13孔子끊而 
易E亡， 四뿔之易如長夜者， 二千餘年" 상동. p. 19. 

55) 강희제가 선집한 역대의 산문 총집으로 r淵앓古文選」이라고도 하는데， 강희제는 이 책올 

무척 애호했다고 한다. 

56) “但因天之主宰짧德之썼>， 分見於經|횡， 00藏於맺文微言Z內， 염外A外觀之， 若無次序， 難以OR
逢 ...... 況技分別其條目， 如一明뚫然， 則-'::1:之神容可識， 而天뿔之本義可以復明훗." p.21. 

57) “ rþ古之쁨， 注%顯著者， 擇錄其略， 以助明天學之本꿇" 상동. 

58) “且南北東西四方之A.. 同옳上天-大父母君師所生養 治敎皆fW-屬一家， ↑훌一天웰之A.. cþ華經

뿔所載， 本天學之듭， 奈失其{훌之힐. 西土諸國存天學本遊 r天主앓經」之훨{훨， 今據之以解tþ華

之經홈， 深足發明天學之微읍" 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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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이 책의 상， 하권에서 나열한 여러 조목은 모두 천주의 여러 가지 도리에 부합하 

는 것으로 ， 이로써 중국 경전과 서토의 r천주성경」은 그 큰 본원이 일치된다는 것올 

밝혔다. 중국의 유자들이 經典의 심오한 문장이 내포하는 天댈의 본의를 얄고자 한다 

연， 西土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쳐서 r천주성경」의 정미한 뜻을 考究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59) 

다시 말하연， 중국 경전의 본의를 파악하기 위한 열쇠늠 다름 아닌 서구의 천 

주교 r성경j올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마테오 리치가 신유학적 지 

식인들에게 천주교로써 원시유학적인 측연을 보완해주겠다고 하는 補{쁨論파 닮아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다. 부베는 신유학올 보완할 펼요성올 언굽한 것이 아니라 

원시유학， 즉 古備의 뭇을 다시 밝히기만 하면 되었고， 이를 위하여 중국인들도 

반드시 r천주성경」을 탐구할 펼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부빼는 송유의 경전 이해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나， 

천주의 참된 가르침을 담고 있는 古備의 경서의 구절을 제시하고는 그에 대한 풀 

이로 송유들의 해석올 병렬하여 古{需의 의미를 밝히는 형식을 취한 대목이 있 

다.6이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대목틀을 살펴보면， r시경』이나 r서경』 

가운데 인격적인 天이나 上帝의 의미가 매우 뚜렷한 구절로서 ， 송유들조차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61) 굳이 r사서대전』이나 r십상경주소』 중 

의 송유들의 주해를 나열한 것은 신유학을 유교의 정통으로 내세운 청초 궁정의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한편， 송유의 셜올 채택하면서도 맥 

락에 어긋나게，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한 경우도 눈에 띈다. 부베는 “천하의 

만민이 모두 하나의 元祖父母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는 일가가 되고 

사해는 형제가 된다개2)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r논어· 안연면』에서 “사 

해 안이 모두 형제다”라는 구절을 채록한 후， 張載의 r西銘」에서 “백성들은 나와 

동포다. 무릇 천하에 파리한 자와 잔질이 있는 자， 외로운 자와 흘아비， 과부는 

모두 우리의 형제 가운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이 

59) “凡鉉上下二卷諸條， 皆大合於天主諸端道理. 以明中華經典與西土「天主뿔經J， 其大本原推-無
二. 中華之샘欲明經典뺏文所藏天탱本義者. 莫如與è\ï士同心合志， 考·究於r天主앓經」精없之읍 

m." 상동I p. 22. 
60) 결코 다수는 아니며， 또 매우 짧은 구절만올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앞의 주해 

(46)에서 밝혔듯이， 송유들의 주해도 채록하고 있다. 

61) 예컨대， r詩經· 小雅· 節南山之什· 正月」의 “有휠上帝”에 대하여 “程子等z.6댐: 帝者í， 天之主

宰 "라고 한 것이 전형척이다 r고금경천감J ， p. 23. 
62) “天下萬民， 皆維-5f;iil父Lf}所出， 故天下罵-家， 四海爾兄弟也."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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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나열하고 있다.63) 용 인류가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겨 난 천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올 말하고자 부베가 들고 있는 구절들은 이렇게 단장취의하여 나 

열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 본래적 맥락을 따라가 보면 부베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 장재는 인간올 포함한 우주간의 천지만물이 一氣로 이루 

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천지를 부모에 비유하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 

과 다룰 바 없음용 말했던 것이지， 결코 존재론적으로 원조가 되는 부모를 설정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r논어』의 구절 역시 공자의 제자 子夏가 도 

덕적 실천의 차원에서 군자의 경건함과 공손함을 강조한 것으로서， 통일한 원조 

의 소생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64) 의도적인 견강부회가 아니라연， 이런 사 

례는 부베가 신유학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올 시사해 

준다. 

부베에게 천주교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경서 자체의 맥락과는 다른 독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도 눈에 띈다. 예를 들연， 부베는 사랍들이 자기 죄를 알 

고 회개하여 스스로를 새로이 하고 본래적인 선함올 회복한다면， 하느님용 그의 

죄를 용서해주신다는 논지 65)를 위하여 r맹자 이루』 하편의 “비록 惡A이라 해도 

목욕재계하면 역시 상제에게 제사드렬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66) ， 이는 

명백한 오독이다. 이 구절 중의 ‘악인’은 악한 사람이라거나 악한 일올 한 사람이 

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67) 또， 부베 

는 인간의 원죄와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인한 인류의 구원을 유교의 생선셜과 조 

화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이 본래는 하느님의 덕올 받아 밝고 가려짐이 없었 

으나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으로 인하여 좌에 물들었다고 했는데，68) 이는 전통적 

인 중국 지식인의 사고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욕망을 

극복하기에 부족하고， 오직 하늘이 내신 성덕자만이 본래의 밝은 덕을 회복할 수 

63) 상동， 
64) 류윈화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견강부회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러한 예들은 오 

히려 동서 문화가 서로 계합하거나 휩}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劉옳華. 
앞의 책， p. 269. 

65) “凡有罪ZA 賴上主빼佑. :정悔E罪而自新， 復己‘5ë풀좀， 上柱之心亦回而~之. 罪A大幸， 可善
終而없E福之元 " r고금경천감J. p. 57. 

66) “雖有惡、A， 짧JJXU;:없， 則可以iE上帝 " 상동. p. 58. 부베는 같은 구절을 “성덕을 갖춘 자만 
이 상제에게 제사드렬 수 있으나 죄인도 통회하여 다시 선해지연 용서받을 수 있다”는 논 
지를 펴면서 또 한 번 인용했다. 상동. p. 39. 

67) 劉감擊， 앞의 책， pp. 269-270. 
68) “A心初所쫓於上主之德， 原明無降.;1.\後왔A휩欲之私， 혔於舊f장" r고금경천감J .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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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 대목69)에서 유교 교의와 괴리를 보이는데， 부베는 여기에서 r맹자· 진 

심』 상편에 나오는 “오직 聖A만이 짧形할 수 있다”는 구절올 들어 억지로 양자 

의 조화를 꾀한다. 다시 말하면 부베는 r맹자』의 뿔A을 예수와 통일시한 것이지 

만， 인간 본성의 본래적 선함과 그 회복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양면성이 있다. 그 

리스도교의 맥락에서는 그 사이에 마땅히 세례와 영성체가 수반될 것이나， 중국 

인들에게는 기독교혹의 입.lI!.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70) 

그밖에 ， 선과 복은 하느님의 보우로 인한 것이지만， 악과 화는 사람이 자초한 것 

이니 운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7l) 부베는 r詩經· 大雅· 覆之什. w홈 

.cnJ의 “어지러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부인에게서 생긴 것이다”라는 

대목을 나열하고， 原祖母 하와로 인하여 인류가 더럽혀졌다고 했다72) 그러나 이 

시에 나오는 이 구절은 경국지색으로 인한 나라의 재앙을 뜻하는 것이지， 부베가 

풀이한대로 하와라는 여인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었다는 의미와는 무관하다.73) 

이는 앞에서 말했던 r서명』의 인용과 더불어 일차적으로는 천주교의 선입견에 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아가 전 인류가 하나의 통일한 근원에서 나왔으며 

공통된 보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색은주의의 신념이 깔린 해석으로 인한 것 

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r고금경천감』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부베의 색은주의적 사고가 뚜렷이 반영펌 

으로써 유교의 교의나 경서에 대하여 ‘진기한’ 해석이 가해진 대목을 두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은 인간을 가없이 여겨 위대한 성덕을 갖춘 자 

를 군주로 삼았다는 논지74)를 펴면서， r詩經· 周頭· 淸顧之什· 昊天有成命」 중의 

69) “맴홉而失其原性之明德.c.力不足以克己身之欲. 推自天降有뿔德者， 퇴無私欲， 能克훌훌其形之 
情， 而復A心原明之德." p. 34. 부베는 r맹자」와 r일강」을 나열한 후， 본래 밝은 덕과 선한 
풍성을 부여받았던 인간이 천(즉 천주)에게 최흘 얻은 이후 모든 이가 원죄를 갖게 되었는 
데， 천주의 元子가 강생하여 뿔德의 용전함으로 원최름 없썼으므로 능히 마음의 본래 밝은 
덕올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셜명올 덧붙였다. pp. 34-35. 

70) 바로 이 때문에 마테오 리치는 본성의 선함이라는 것이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감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없다고 변론했던 것이다. 이에 관한 마테요 리치의 주장은 r천주실의j의 제7장 

에 보인다. 

71) “非上主之佑.Á不能寫善-而得i움. 至於惡與뼈， !lIJ皆推A所自홉所自1:5， 不iíJ歸於氣險" r고금 

정천감J， p. 55. 

72) 상동. 

73) 혔~*i擊， 앞의 책. p. 270. 
74) “t主愛Á，iìI'i其;됨私， 不tJg自治， 特將生-大뿔全짧、者， 命之짧홈， 앓師， 以治之， 敎之， 而馬天

.It!!神AZ:E." r고금경천감J. p. 61. 



50 총교와 문화 

”넓은 하늘의 밝은 명을 문왕과 무왕째서 받으셨네(昊天有成命， 二尼受之)"라는 

구절과 r詩經· 大雅· 文王之什· 下武」중의 “세 임금께서는 하늘애 계시고(三팀在 

天)"라는 구절을 인용하고서 덧붙인 설명이다. 위 구절은 전통적인 주해에 따라 

해석한 것이나， 부베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두 시구를 이해하였다. 그는 앞의 시 

구에서 말한 ‘’成命， 受命者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것은 

바로 뒤의 시구에서 말한 “三되 풍의 두 번째가 첫 번째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 

였다.75) 三信란 삼위일체의 성부이고， 二信란 삼위 중의 제2격인 성자이며. 첫 번 

째란 성부를 뭇하므로， 성자가 성부의 명을 받아들인다는 돗으로 부빼는 이해했 

던 것이다. 부베는 이와 관련하여 많온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 가운데 r사기」에서 

’상고 시대에는 삼일신을 교에서 제사지냈다’는 구절과， 또 ‘상고시대에는 태일신 

올 동남교에서 제사지냈다’는 구절올 나열하고는，76) 다음과 같은 힐난조의 질문을 

던진다. ’‘선유는 태일은 셋올 포함한다(太-含三)고 하였고， 지금 r예」에서 ‘여기 

에서 帝에게 제사지냈다’고 한 것을 보면 이치가 참으로 심오한데， 이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77) 다시 말하연， 부베가 판단하기애， 중국의 경서에 기록된 내용만 

으로는 심오한 이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r성경j올 

인용하여 그가 생각하는 심오한 이치콜 밝혔는데，78) 그것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의 교리였으며， 중국의 경서 그 어디에도 이 같은 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r성 

경」의 도움으로 풀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부베의 두 번째 진기한 독해는 하늘(즉， 천주)로부터 명올 받은 인간 세상의 제 

왕은 오칙 예수 한 사람뿐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그의 중국 고대 성왕에 대한 풀 

이에서 발견된다. 그는 “문왕이 명을 받으시어 무공을 세우셨다”는 r詩經· 大雅·

文王之什· 文王有聲」의 구절과 ‘’하늘로부터 명이 있어 이 문왕에게 명하시니”라는 

r詩經· 大雅· 文王之什· 大明』의 구절， 그리고 “문왕쩨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75) 상동， p. 65. 
76) “ r:t記J~ ， J: i합왔프一千했. 又~， J:古장太-千東南쨌" 상통. 부베는 이렇게 기록했으나， 

r사기j에 이와 동일한 구절은 없다. 다만 「孝武**èJ 에 “흉^iW~흉룹찢@폐짧-方， 日， ‘天神
웠혐짧， 累-따日五帝. 古휩天子以칸秋했素-jR南했， 用太2f:쳐:， 七 8 ， 찌꺼하閒/\i짧之鬼 

없. ’ 於삶天子令太.ill:îL其힘長安핏南했， '(k2휩힘~O息方. 其後A有上핍， 잠‘ r얀켠天子三年一用 
太~JU허j$프- 天-. .I!!!- . 짧一. 天f‘까之， 令太jJt짧힘之훌泰一뼈J:， 如其方"이라는 기 
사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r최빼핍」에도 실려 있다 r빛記J ， 양~t : 1i.業뽑局有 
限公司. 1983.10. 再版. p. 485. 

77) ‘先쐐죠. 太-含三， 今據r옮j所죠， jf'ifffJlt. 道理훌횟， 將何以明之" r고금경천감J. p. 65. 
78) “빼r天主훨짧」造物主至神至앓之짧많-. ~有프Ül， 至尊쪼聖同等. 第-(Îl.， 乃훨父휠父也. 第

二位， 乃뿔子댈子也. 第三位， 乃뿔쩌’많째’tl!.. 뿔皇之~t옳- 而含三位如J1t." 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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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네”라는 r詩經· 大雅· 文王之什· 文王j의 구절을 나열한 

후에， 다음과 같은 셜명을 덧붙였다. 

r사기」 풍의 옛 전송에 따르면 ， 선유는 문왕， 무짱， 오제를 풀이함에 있어 결국은 天

으로 귀결시켰다. 그러므로 문짱은 곧 풋이고 天은 곧 문왕이다. 문왕과 天은 하나일 

따름이다. 또 말하기를， 문왕이 무공올 세우니 곧 무왕이다. 문왕과 무왕은 모두 하나 

의 天이다. 또 말하기롤， 문왕이 오제의 宗(으뜸)이 되니 문왕과 무왕， 오제는 결국 

하나의 天이며 하나의 帝이다. 또， 문짱이 오제의 宗이 되는데， 帝짧은 오제의 하나이 

나 , 문왕과 순은 다름이 없다. 帝라는 것은 바로 天의 주재자(즉， 천주가 보낸 주제 
자)이니， 순， 문왕， 무왕， 오제는 모두 본래 유일한 天의 주재자일 따름이다.79) 

부베는 r사기』 등의 옛 전승에 의거한다고 했지만， r사기』의 어디에도 문왕이 

곧 무왕이고 이들이 곧 오제라는 식의 발상은 보이지 않는다. 부베는 천주교 r성 

경』에 근거하여， 유일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고도 진정한 주재자는 

오직 한 사람이므로， 문왕과 무왕， 오제 등이 다른 사람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이들을 역사적 인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종의 표정적 형상(figures) 

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 학문 전반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하여， 더 중 

요한 것은 부베가 가진 색은주의적 관점으로 인하여， 그는 중국의 경서 자체의 

맥락을 고려하기보다는 그가 믿는 하느님의 계시와 관련된 흔적을 찾았던 것이 

다. 그러나 색은주의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고전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양상은 차이가 있음올 다음에 살펴볼 프레마르를 통해 알 수 있다. 

IV. 프레마르의 r薦數實養」

프레마르는 한학에 대한 소양이나 지적인 창조성， 그리고 저작의 풍부함이라는 

면에서 볼 때， 네 명의 색은파 예수회 신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며 지속적인 영 

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80) 피스터에 따르면 그의 저작은 41종에 달하지 

만8l)， 그의 생전에 출간된 책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프레마르의 저작들 가운데 

79) “按r史훌ë!J等古때， 先隔8￥)c王， jt王， 표帝， 總짧之於天. 故:r:.， 文王빙’天tIL， X@P :文:E也， 文王
與天 -而E찾. 又z:.， 文王立武꺼J， @pjt王也. 文王， 武王， 皆一天iTiïB. 又즙， 文王隱표帝之 
宗則， 文王1 武王， 五帝， 總-天，帝ffüB. 再文王앉烏五帝’之宗， 帝%훌烏五帝之- 則文王與
짧無혔 .. 帝영·乃天之主宰， 則짧， 文王， 武王， 표帝， 皆原推一天之主宰而E.." 상동， p. 66. 

80) David Mungello, op. cit., p. 392.: Paul A R버e， op. cit., p. 177. 
81) 41종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i짧故子라는 그의 펼명으로 된 원고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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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유교의 비교 가능성올 잘 보여주는 것은 r중국 고대 경서들로부터 뽑은 

탁월한 그리스도교 교의에 대한 흔적들(Vestiges des principaux dogmes 

Chreti감ns lires des anciens Jjvres chinois)J과 r중국의 일신론에 대한 논문 

(Lettre sur Je monotheisme des chinoi녕』이며 ， 특히 r흔적들J(이라고 약칭)은 

색은주의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82) 크누트 룬트백의 연구에 따르면， r흔적 

들」은 수고본으로서 다섯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중국 경서에 

대한 소개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서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神과 삼위일체 

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은 역시 중국의 경서들을 통하여 인 

류 타락 이전의 세계， 타락 이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강립 후의 세계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83) r논문J84)(이라고 약칭)은 전적으로 기독교와 유교의 화 

해 혹은 소통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유교란 마테오 리치나 

부베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원시유교가 아니라， 당시 청조의 국가적 정통 이념이 

었던 신유교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첼로는 이 자료를 상세히 분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r논문』은 두 부분으로 냐뉘며， 첫 번째 파트는 주로 신 

유학의 太極이라는 개념올 그리스도교 교리와 조화롭게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다루고 있고， 특히 프레마르는 주회와 그의 제자들이 무신론자였으리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한다.85) 두 번째 파트는 유교의 

경전들과 신유학의 관련 텍스트들 안에서 발견되는 일신교의 바탕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형이상학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주제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주희에 

대한 관심은 첫 번째 파트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심적 인물로 다루 

두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 그 스스로 r經{짜議짧」이라는 저작에 포함된 것으로 열거한 
12종의 목록 가운데 오직 r春秋論J 한 가지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가 모두 쓰였 
는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方豪 신부는 r춘추롱」을 검토한 후 12종 가운데 
오직 이것만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方豪 r明末淸初天主數適應偶家쩔說之맑究J ， r方
짧六十ÊI :iÈ橋J ， J:冊， 뿔北， 없生혐局， 1969, p. 243. 

82) r흔적들」은 프레마르가 라틴어로 썼던 S낭'fecta Quaedam vestigia praecipuorum 
Chnstianae Refigionis dogmatum ex antiquis Sinarum libris eruta:의 훌어 혼이 라고 한 
다. Oavid Mungel1o, op. cü., p. 390. 

83) Knud Lundbæk, op. cit., pp. 130-136. 

84) Lettre sur fe monotheisme des chinOls는 http://www.archive.org 에 서 POF 파일로 원 
문을 제공한다. 필자는 먼첼로의 논문올 읽으연서 부분적으로나마 그의 영어 번역과 대조 
하며 참고할 수 있었다. Oavid Mungello의 “The Reconciliation of Neo-Confucianism 
with Christianity in the Writings on Joseph de Premare, S. J."이라는 논문에서는 ‘The 
transmission of the Tao and Christianity reconciled : Premare’s Leltre sur fe 
monothelsme des chinois'’라는 절에서 전적으로 이 r논문」을 다루고 있다. 

85) Oavid Mungello, op. cit., pp. 3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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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고 한다 86) 

이하， 이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프레마르의 r유교실의』에 나타난 유교 관염 

을 분석해보려 한다 r유교실의j는 바티칸 교회도서관과 프랑스 국가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는 수고본으로서， 바티 칸 소장본은 1966년에 출간된 r天主敎東f뿔文敵績 

編』의 제3권에 실려 있으며 ， 2000년에 北京大學 宗敎댄究所애서 펴낸 r明末淸初

耶蘇會뽕、想、文願雅編」의 제 14권으로 출간되었다. 두 판본의 내용은 같으나 후자는 

본래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 없이 ‘유교에 대해 묻다(問隔敎)’， ‘유교가 반드시 공 

경해야 하는 바를 묻다(問協敎必有所敬)’， ‘하늘에 대해 묻다(問天)’와 같이 나열되 

어 있는 질문들과 이 각각에 대한 답의 내용에 번호를 붙였으며 ，87) 나아가 크게 

@유교의 天學 @유교의 A- 物· 鬼神의 이치 @유교의 윤리 @유교에는 喪舞와 

聚iE가 있음 @유교의 尊師의 도 @유교의 경 전， 이 렇게 6개의 절로 나누어 정 리 

하였다. 각 절 안에 소제목이 십여 조， 많으면 사십여 조 정도씩 실려 있고 각각 

의 안에 또 두어 항목씩 나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책의 저자는 

溫故子라는 펼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터(費賴之)가 프레마르의 전기와 서목 

을 서술할 때 제외되었으며 ， 1966년 이전에는 정식으로 출판될 기회도 없었기 때 

문에 거슬러 올라 이 저작의 시기를 추리할 방법이 없다 r논문」에서 프레마르가 

신유교에 대한 상당 수준의 이해력을 가지고 신유교와 기독교가 이론적으로 갈동 

을 빚을 만한 태극이나 이기(理氣)에 대해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 rp「교실의』에서 

는 신유교와의 소통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점이 별로 눈에 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r논문」에서 프레마르가 기독교 교의와 화해시키고자 했던 유교가 주로 

신유교라면， r유교실의』의 유교는 원시유교와 신유교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서， 이 

둘올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만을 가지고 사상의 완성도 

나 저작 시기의 전후를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r유교실의』를 완성한 것이 r 

논문』올 쓰기88) 이 전인지 이후인지 추측할 수가 없다. 

r유교실의』의 서술은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中:l:와 西士의 문답으로 

86) J.ω0.， p. 404. 

87)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었다. 즉， “問”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항목을 정안덕은 모두 108개 
로 보고 숫자를 매기며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제44번에 해당되는 “問휩長”의 내용이 수고 

본에는 “問뿔師”라는 제43번 문답 내용의 아래 작은 글씨로 마치 주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88) 데이비드 먼첼로에 따르연 r논문」은 1728년에 완성되었는데， 이는 프레마르가 죽기 8년 
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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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r천주실의j를 상기시키지만， r유교실의」의 질문자는 답변자와 논변을 벌 

이지 않고 단지 간단하게 질문만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r천주실의j만 

큼의 긴장감이나 흥미진진합은 없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정용 질문자와 답변자 

는 더 이상 통과 서 혹은 기독교와 유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유 

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프레마르의 입장에서 보자연 질문자는 

유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암기는 하지만 결코 그 참된 의미는 모르는 당시의 일반 

적인 중국인을 대표한다. 그에 비하여 r유교실의』의 답변자는 유교에 대하여 풍 

부한 지식을 가진 참된 유자로서， 때로 중국의 경서들이나 중국 문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경서의 인용문을 나열하기보다는 펼요할 경우 자신의 

논지를 펼치는 의거로 삼는 식이다. 류윈화는 프례마르의 중국학 전반에 대한 소 

양은 이미 부베의 수준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 경서의 구절틀을 기독교 교의에 

맞추어 견강부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r유교실의」에는 기독교의 입장이 

숨겨져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프레마르의 뛰어난 점 

이 라고 평 가하였다 89) 

r유교실의」의 첫 번째 질문9이은 “유교란 무엇인가?(問뿜敎)"이며， 그 답은 다 

음과같다. 

유교라는 것은 先聖과 後뿔들이 서로 주고받은 心法이다. 옛 성왕은 하늘에서 이것을 

얻어서 하늘을 대신하여 서적에 기·톡하여 , 커다란 가르침으로 삼고 사방에 멀리 펼쳤 
으며 , 지극한 말씀으로 삼고 서민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데에 일정한 도려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배우도록 하였다.91 ) 

프레마르는 부베와는 달리 선성과 후성의 질적 차이를 소거하고 있으며， 이 점 

은 상재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문답(제7번)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톨기·톨， 상제의 진정한 의미는 古略에 실려 있으니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宋댐에 

이르러 그것이 끊어졌다고 흑자는 말하는데， 정말인7t? 말하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 

다. 호사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뿔이다. 송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자들은 

89) 용IJJj;꿇， 앞의 책， pp. 281-282. 
90) 앞으로는 제1번， 제2번， 제3번 둥의 방식으로 표시하겠다. 

91) “問짧ä.8， 뿜敎者. 先聖後몇뼈受없之心法者iI1.. 古之뿔王得之於天， 代天훌之於쟁， 以옳大 
떼. 1:之四方， 以옳뚫픔， 使없修民明知.$혈1ïi홉而댈폈，” r유교실의J . p. 9. 인용운은 r天主
rutfi文없없編」의 제3권에 실련 환본과 정안덕의 정리본을 ~1교하여 싣되， 빼이지 수는 

정안덕의 정펴본('明末精初耶條씀思想文ttìt훌월」의 제14권)에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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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스승으로 삼고 있으나 ， 상제의 참된 의미는 경에 있는 것이다. 그 중거는 많이 

있으니 몇 가지 밝혀 보겠다 92) 

이어서， r역경J ， r서경J ， r시경』에서 일곱 가지의 내용을 뽑아 나열하고는， “이 

러한 先需의 분명한 말씀에 의하면 宋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릇 醒協들은 

모두 옛 경전의 큰 가르침을 믿고 모두 皇天J:帝를 받든다는 것을 역시 의심할 

수 없다"93)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프레마르는 先f需와 後橋 사이에 질적인 차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先뿜든 後備든 할 것 없이 醒聞(순정한 유자)이기만 하다 

면 古經에 실린 상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알아왔다고 말함으로써， 원시 

유교와 송명의 신유학을 나누는 마테오 리치 이래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베와 마창가지로 그가 처했던 청대 초기의 신유학 정통주의의 분 

위기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레마르는 신유교와 천주교를 

조화롭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부베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선성과 후성이 서로 전해옹 심법”이라는 프레마르의 유교 이해는 다분히 신유 

학의 도통설을 염두에 둔 것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극히 간략하긴 하지만 

프레마르가 서술하는 유교의 역사를 미루어보면 그는 익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 

던 것 같다. 즉， 그는 공자가 죽은 후에 진정한 도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전국 

시대와 진시황의 ~휩를 거쳐 경서는 폐기되기에 이르렀다가， 한대에 들어 경학 

이 다시 일어나 갖가지 주해들이 산처럼 쌓여갔으나 참위가 유행하여 육경은 오 

히려 흔란스러워졌다고 하였다. 이어 마융， 정현， 왕숙 등의 經師들이 저마다 자 

기주장올 앞세우면서 경설이 분분해쳤고 어그러짐이 그치지 않았으며 ， 사람틀은 

더 이상 선왕의 도를 배우려 하지 않았고 그 틈을 타서 이단이 봉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불교와 도교라고 하였다.94) 그러자 송유들이 우뚝 일어나 한당의 

학문을 내몰고 유학을 다시 바로잡았다는 것이 그 대체적인 내용이다. 프레마르 

에게 유교의 본질이란 바로 옛 경전에 실련 콘 가르침을 믿고 황전상제를 받든다 

92) “問上帝之뤘흉， 其在古經， 不可疑也， 좋於宋샘或謂其總， 信乎? 日， 否， 不然tÞ.， 好짧者馬之 

tÞ.. 由宋至今， fi암者-師經， 而上帝之ftli'i存흙， 其證有多端， 請물一二" 상동. p. 11. 

93) “依此先偏之明言， 則自宋至今， 凡짧願偶협i， 皆信古經大굉11. 皆짧훌天t帝， 亦不可疑m." 상동. 
p. 13. 

94) “티， 及失子월.Jl'l道愈哀. 짧樂廢於戰關， S흉홈1;!:棄於泰. 漢興而經탱復貴. 1황注如山 ...... 회& 
*훌著， 而六經亂， 馬없， 鄭玄， 王爾之徒， 各自名家， 諸說*5Ui:. ~~不B. 先王之過不習， 則異
端乘其陳而峰起. 佛法流入.00播其毒於中國， ißÆ假老子之學. 而關於~~i神， 흉調不死之樂而홈 
生" 상통. pp. 46-47. 



56 종교와 문화 

는 것인데， 바로 이 점이 프레마르로 하여금 송유를 인정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연， 프레마르가 송대의 유자들에게 여전히 그 섬법의 주고받음이 끊이 

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전히 r시경」과 r서경」에 실린 분명 

한 문장에 비추어 보며， 황천 상제가 만물을 초월하며 만물의 주재자가 펌올 높 

이 존경하여 칭하지 않음이 없기 "95) 때문이었다. 

앞에서 보았던 제 1번과 제7번의 내용융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은 프레마르가 유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古經’올 매우 강조한다는 것으 

로서， 이는 중국의 옛 경전얘 숨겨져 있는 인류 보편을 향한 하느님의 계시를 찾 

고자 했던 색은주의자로서는 필연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프래마르는 전례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r유교실의」를 썼으므로， 전례논쟁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 즉 

유교에서 天파 上帝에 대한 이해콜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색옹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문자(그들은 hieroglyph라고 불렀다)가 본래 종교적， 기독교적 

의미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r셜문해자j와 같온 고대의 책들이 기 

독교의 흔적을 포합하고 있음을 보여줄 가능성을 구상하였다.96) 프혜마르 역시 

이 같온 사고를 바탕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프레마르가 天이라는 글자를 풀이 

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天이라는 글자의 본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과 大로 이루어져 있 

으며 I 과 大가 합하여 天이 된다. 지극한 일자로서 풀이 아니며， 지 

극히 커서 상대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天이다.97) 

프레마르는 天올 二와 A의 결합이 아나라 -과 大의 결합으로 봄으로써， 天이 

라는 글자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상통하는 성격인 유일성과 위대성을 강조 

하고 있다.98) 이어서 그는 이 天온 결코 쩔蒼이 아니라고 하연서，J:帝가 궁창일 

95) “빼 洛 빼· 圖之徒. 卓越自尊， 而휠æt:X!J.!ìι&장. ~댔핏업成一家， m節又옮-r~， 꽃朱子則無所不 
容. ~!I.훨其理氣， 亦照詩뽑之OJj文， 未'~不쩔稱뿔天t帝， 以超出댔類， 而m;!t!;物之ì'，!흙也. 後

之쟁옆， 若옮웅理不論文. [lJ明隔없宋샘， 아l*fiUtì:X!짧無異， 而是非無앓코 " 상동， p. 47. 
96) 몇 가지 예흘 들연 다음과 같다.<D三: 삼위일체 @言: 삼위일체 중 두 밴째 사랍의 입， 로 

고스는 아벼지의 입으로부터 나온다.(3)天: 二와 A→삼위일체중 두 번째 사랍 @禁: 두 그 
루의 나무. 이 중의 女는 하와의 원최환 말한다.(5)古: 십계 @船: 노아의 방주 퉁이다. 

Nicholas Standaert. ed.. 0.μ cit., p. 675. 
97) r유교실의J . p. 10. 

98) 이 같용 문자 해석은 상당허 자의책이고1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리하여 젠슨올 비롯 
하여 일부 서구학À~들은 이흘 말장난 혹은 언어유희라고 펌하한다. 그러나 한자의 형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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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것은 古經을 보면 얄 수 있다고 하였다 99) 그는 皇， 天， 上帝 동， 신 

CGod}의 호칭으로 쓰이는 단어와 각 글자들에 대해 풀이하고 있는데， 혜를 들어 

皇이라고 칭하는 것은，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근원융 

이루고 스스로 근본이 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풀이한다 10이 

또， 天이라고 칭하는 것은 오직 하나이고 위대하며 비교할 바가 없는 자임을 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0l) 상제라고 칭할 때의 上이란 지극히 존귀하고 공정할 

만하다는 의미이고， 帝란 진정한 주로서 앙망할 만하다는 것올 뭇하니， 지극히 존 

귀한 상주는 곧 위대한 부모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102) 이 

리하여 프레마르는 신의 호칭을 툴러싼 갈풍의 요소에 대하여 예수회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자에 대한 훈고적 셜명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마테오 리치와 동일 

한 견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즉， 상제라는 것은 理일 뿐이 아니냐는 물음올 설정 

하고 답하면서， 프레마르는 상제와 理는 결쿄 동격이 아님올 강조하였다. 즉， 오 

직 상제만이 만물의 근원이자 조물주요 理는 천지라는 큰 집에서 만물이 형성되 

는 재료인 氣가 모습을 이룰 때의 법칙이라고 합으로써， 理도 氣도 모두 상제로 

부터 만들어진 것일 뿐 근원성이나 창조성은 없다고 한 것이다 103) 이런 점에서 

는 신유교와 결별하고 있지만， 프레마르가 유교의 큰 근원과 큰 벼리를 말한 대 

목을 보면 여전히 신유교104)로부터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중용j에 말하기를， ‘하늘이 명한 것올 性이라 하고， 性올 따르는 것 

을 道라고 하며. 道를 닦는 것을 敎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유교의 

리 중 하나가 會찮라는 사실올 상기한다연 이러한 문자 해석의 방식이 말장난일 수만은 없 

다， 또， 강훌웹|은 특히 한대에 유행했으며， 이러한 성훈의 방식올 r설문해자」는 다수 채택하 

였다. 따라서 색은주의자들이 r설문해자」를 즐겨 인용했던 것은 챙대의 고증학적 소학 연 
구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올 테지만， 그들의 펼요와도 본질적으로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99) “股않之t帝"(r周易J f훌훌} 大象)， “皇天했保"( r書經· 商홉 威有-德J)， “上帝是불" (r詩寶·
周짧· 헤i願之什· 執題J) 둥을 나열하였다 r유교실의J， p. 10. 

100) “其稱훌者， !lIJ옳自王自휩， ÊI ìJl\ ÊI本， 無뼈無終者m." 상동. 

101) “其稱天者， 則推-堆大， 而無可比者m." 상동， 

102) “其隔上帝者， 上!lIJ烏꿇#.而可없， 帝윗IJ1l협主而可뿔. 至尊上主， 윗IJ옳大父母而可愛者也" 상 

동. 

103} “問所謂上帝者， 탤而B. B , 非tll........ 推뿔上帝， 짧物之本， 萬理之原， 1옳能造成之6흩쫓. 

· 夫巨室者， 天地也. 材:M者， 氣tß， n앙J:~下者i ， 뽕也， 化成Z者， 上帝也 .. ... . >> 상동， 

p. 11. 

104) 이때의 신유교는 오직 주자학만올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r대학j의 삼강령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을 親民이라고 하고， 新民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올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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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근원올 말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대학의 도는 명덕올 밝히고， 

백성들과 친히 하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것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유교의 큰 벼리를 말한 것이다 105) 

r중용』 첫 장의 내용을 유교의 큰 근원(大原)이라 하고， r대학』의 삼강령을 유 

교의 큰 벼리(大網)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곧 해당 구절에 대한 주자의 말올 떠올 

릴 수 있다. 즉， r중용장구」의 첫 장에 대한 총론에서 주자는 “가장 먼저 도의 본 

원은 하늘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106)고 했으며， r예기』 

에 실린 古本 「대학」을 소위 삼강령과 팔조목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주자의 

r대학장구』다. 따라서 프레마르가 유교의 근원과 벼리를 설정하면서 주자의 四書

이해로부터 영향올 받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프레마르는 유교가 숭배하고 공경하는 대상에 대해 크게 둘로 나누어 설명하 

는데， 첫째로 신비하고 그욱함에 통하는 것으로는 상제와 귀신， 先A과 先師가 있 

고， 둘째， 밝음에 이르는 것으로는 부모， 스숭， 연장자， 벗이 있다고 하였다 107) 

펼자가 보기에 수직적인 공경을 말한 전자는 “하느님올 콩경하라”는 천주교의 교 

리를， 수평적인 공경을 말한 후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천주교 교리를 각각 유 

교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유교가 옳敬하는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제사와 공자에 대한 제사가 우상숭배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프레마르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 상제를 유교가 숭경하고 제 

사하는 여타의 대상들과 차별화하는 것이었다. 프레마르에게 古經에 나타난 상제 

에 대한 제사는 천주교의 상제(神)에 대한 제사와 완전히 동일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제를 제사하는 의미를 φ홀로 존재하고 홀로 존귀하며， 만 

물올 창조하신 상제를 흠숭한다는 뭇 @황천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보우하 

시는 큰 은혜에 감사한다는 뭇 @상제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올 기도한다는 

돗 @죄를 지올 경우 하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벌을 면한다는 뜻， 이렇게 네 가 

지로 서술하였다.108) 이어 조상에 대한 제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 다만 

105) “r中짧j 티 ,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言짧혔之大mt tÞ.. 孔子티， 大學之道， 在
明明德， :tf親民， 在止於至善， 言備敎之大網也" 상동. p. 9. 

106) “子思述所傳之意以立言. 首明道之本탱出於天而不可易，-- - -- - ” 朱.熹 r四펀章句集注J， 北京 : 
tþ華뽑局， 1983. p. 18. 

107) “問댐敬必有所敬. 日， 짧敎之所했有二端뚫 其- 通於뼈者， 上帝-tÞ.， 鬼함也， 先A也， 先師

tt!., 其， 致於明者， 親也， 師也， 長也， 友tt!.... r유교실의J ， p. 9. 
108) “問奈上帝有何意? 8 , 大훨問’ 휩쌓之意有四훌. 其一， 용~옳t帝. 獨有獨尊， 能造萬物， 能



예수회 색은주의 선교사들의 유교 이해 59 

존경의 뜻이 있올 뿐이라고 하였다 109) 상제나 조상 외의 다른 대상에 대한 제사 

의 문제는 전통적인 중국의 鬼神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선교사의 

입장에서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프레마르는 귀신올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경서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셜명하연서도 천주교의 교의와 

조화시키고 있다. 그는 먼저 귀신은 상제가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예로부터의 수 

많은 귀신들올 부정하기보다는 상제의 휘하에 둔다 110) 공자도 “귀신올 공경하되 

멀리 한다”고 하였으니 귀신을 공경하는 것도 제사지내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지 

만， 늘 상제에 대한 존숭이나 제사와는 다르다는 점과， 귀신은 상제의 권한과 명 

령 하에 있다는 것울 강조하였다 111) 

r유교실의』의 문답 가운데 제49번부터 제91번까지의 항목에서는 喪聚를 비 

롯한 유교의 다양한 제사들올 비롯하여 불교와 도교 및 민간신앙에 의거한 제사 

와 관련된 사항들을 깐략하게 다루고 있다. 이 안에서 조상제사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는데， 프레마르는 중국인들이 조상제사는 화복 관 

념과 무관한 것임올 알게 하고자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바라면서 제사를 드리므로， 복에 관한 문제는 제사에서 관건이 된다. 프레마르는 

먼저 복올 잠시뿐인 소인의 %福과 참된 하늘의 복으로 구분하고서， 오직 상제만 

이 진정한 복을 내려줄 수 있으며 ， 祖宗이 이를 가져다줄 수는 없다고 했다 112) 

마찬가지로 조종은 후손들에게 화를 입힐 수도 없으며，113) 만약 자손올 보우할 

~所造 .. .... 其一， A謝皇天之않짧 ...... 其一， 鳥析上帝諸恩 ...... 其一， 鳥息天짧愁， 때免罪 

픔ij ....... " 상동， pp.15-16. 

109) “問立祖以配天. 日， 是子孫、尊祖之義耳......... (제 17번). ‘’是組與天同等? 日， 惡是何言與

..... (제 18번) 상동， p. 17. 

110) “問鬼神. 日， 上帝所造， 71J神無數， 以{專其號令， 以守護때方， 皆謂之쩌神 r뭔JB， 望於山111 ，
‘짧밟神 .. 상동， p.18. 

111) “問敬없神， 日， 孔子B，~鬼íj1þ而遠之. ~~짧짧w'3$於上帝同類， 而於훌天不甚違之， 不(R是
不敬之， 且짧@댐莫大풍 ...... 故類者鳥짱， 其f훌옳上帝以明其至尊者‘也." (제27번) 상동， p. 19. 
“問혔鬼神可乎? B , 須았1志所之 ...... 使奈鬼神以謝其恩， 而求其nt， 知其受命於帝’뚫， TIiï護 

我， 救我， 링|我， 導ftf.홉其任. 於是鬼神" 없於帝天不角， 윗z若是， 亦可훗. t_t (제28번) 상동， 

PP. 19-20. 
112) 福에 관하여 다룬 제84번에서， 프레마르는 역시 중국의 고경을 여러 곳 인용하연서 천 

복이야말로 참왼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뒤， “究竟或世감1， 或德없， 或긋Çj멈者， 皆끓上*所 
1m, ~F뼈宗所能致者-也 Q라고 결론짓고 있다. 상동， pp. 36-37 

113) 프레마르는 제85번에서 r핍經· 商뽑 짧없」어l 나오는 “乃祖乃父斷棄'ttl.， 不救乃死”라는 문 

장은 조상이 후손을 멸할 수 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질문올 설정한 후，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동. pp. 37-38. 본래 이 구절은 “乃떼l乃父乃斷棄없， 不救乃死 .. 인데 앞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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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그것은 자손을 보우해주십사 하는 기구를 상제에게 돌려서 구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했다 114) 이어 공자와 공자에 대한 제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대목 

은 r유교실의」의 제92번부터 제 100번까지인데， “공자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세운 후， “공자는 중국의 先師요， 유교의 宗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15) 이어 敬天，

愛A， 居課， 安췄， 好學， 幕道， 貞燦 동， 공자가 갖추었던 덕목들올 나열한 후， 공 

자가 평범한 사람틀과 다른 점은 오칙 天意를 체득했다는 점에 있다고 결흔짓고 

있다 116) 공자의 비범함올 나열하는 과정에서는 마치 기독교의 비범한 성인들과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지만， 공자 문묘에서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물음을 

세워 답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결코 기복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 

했다. 또한 “어찌하여 그가 유교의 宗인가?" 하는 물음을 세우고는， 공자는 선왕 

의 도를 분명히 알았으며， 후세에 요， 순， 우， 탕， 문， 무 등의 진정한 도의 전숭올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자가 경서를 정비한 큰 공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답 

하였다 117) r유교실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유교의 경전들에 관한 

것이다(제 101번-제 108번).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견해를 수록했올 뿐， 그 

다지 새로운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가 그 어떤 경서들보다 r역경』올 중 

시한다는 점에서 색은주의적 특정이 나타난다. 그는 경서들에 대한 논의를 정리 

하면서 “성인의 마음은 經에 있으며， 경의 큰 근본은 바로 r역」에 있고， 위대한 r 

역』의 학문은 바로 象에 있다”고 하였다 118) r유교실의」의 마지막 문장은 공자의 

말을 모방하고 있는데 짐짓 장엄한 느낌까지 풍긴다. ’‘아아! 우리 유교의 큰 도는 

선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며， 황천상제로 하여금 우리 중국을 보살피게 한다. 

삼 년이 지나연 하늘의 공업 역시 이루어짐을 고할 수 있으리라"119) 

r유교실의j를 통해 우리는 프레마르가 유교를 분명한 하나의 종교 전통으로 보 

면서， 그 안의 다양한 제사들올 윤리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음올 얄 수 있다. 유 

에 ‘乃’라는 글자를 빠뜨렸다. 제86번에서는 역시 r書經· 商훌훌 盤훌」에 나오는 “作조메j手 
股孫”이라는 구절을 두고 成楊이 하늘에서 화복을 조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셜정 
한 후에，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동， p. 38. 

114) “ ...... 若E其能保佑子孫， 亦必須M.iIf上新， 以I떼護之耳" 상동. p, 39. 

115) “ rn，:fL子， 日， 홈中國之先師， ~힘敎之宗也tI 상통， p. 40. 
116) “… ... 總而듬之， 폼先師Z所以異乎常A者， 推在體天之첩而B ....... tI상동• pp. 40-42. 
117) 상동. pp. 43-44. 
118) “옳뿔A之心在經， 經之大本在r易J. 大r易」之웰在흉" 상동. p. 48. 
119) “嗚呼! 폼짧之*-道it. 先王없受之於天l 使皇天上帝， 향佑我中國， 越三年， 而天功亦可告成

훗" 상동.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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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종교인 이유는 프레마르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종교인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런 사정은 부베에게도 또한 다르지 않다. 다만 프레마르는 부베와는 달리 원시 

유교의 신앙과 송명 신유학의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천주교와 조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데， 비록 그가 송명이학의 모든 논의를 긍정한 것이 아니고 불가 

피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시도는 마테오 리치의 적용주의 

적 노선의 수정이라는 축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 프레마르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유학과의 조화를 시도하려는 흐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12이 

V. 마치는 말 

마테오 리치 당시에도 예수회 신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적응주의적 선교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 이것이 다른 선교회와의 대립， 나아가 로마 

교황청과 중국 황실과의 대립으로 번져 종교적 갈풍과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된 

것이 바로 전례논쟁이었다. 이 전례논쟁에서 불랴한 입장에 처했던 예수회 선교 

사들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의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제국의 황실올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마테요 려치의 적웅주의 선교 노선에서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회 색은주의 선교사들은 한편으로는 유럽의 원시중국학 

형성이라는 지적 조류와 상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초 고증학 연구의 흉기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상을 모색했다. 

타자가 만났을 때 그 同異點을 찾는 것은 최초의 단계일 것이다. 그러나 부베 

나 프레마르 퉁 색은주의 예수회 신부들은 유교와 천주교의 관계 양상에 대하여 

단지 同異點올 찾는 단계에서 벗어나， 양자의 근원 관계를 모색했다. 그들은 유교 

와 천주교가 같은 근원올 가진 것이었고， 심지어 아예 같온 것이라는 주장으로까 

지 나아갔다. 부베를 총애했던 강희제는 서학이 중국의 학문에 근원올 두고 있다 

는 西學中源、說융 주장했고， 부베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들올 곁에 두고서 그들 

의 연구 방향올 좌우하였지만l2l)， 부베 자신의 사고는 서학중원이나 중학서원이 

아나라 天(需同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레마르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는 단 

12이 아직 펼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孫、졸의 r性lll1휩끊」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명가된다. 

121) 짧뼈， 「白짤的r易經J~究和康熙時代的’西學中源’設J ， r漢學%究」 第16卷 第1)때， 1998年 6 
月. pp. 19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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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근원이 같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양자가 같은 것이라는 입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교황청의 지지를 잃용 채 중국에서 선교활동올 지속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유교를 연구함으로써 천주교의 교리를 유교의 전풍적 사유체계 

와 결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실험척으로 진행했던 셈이다. 그들이 가졌던 보편 

성의 추구， 근원적 일치에 대한 신념은 흥미진진하고 기이하다는 의미에서 ‘진기 

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실험적인 시도의 파정이자 결과 

물인 색은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서구 선교사들의 한학 연구사가 갖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실상에 한 걸음 다가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색은주의에 

대한 연구는 서구사상과 중국사상의 조우 이후에 발생했던 새로운 지식의 기발함 

과 문화적 역량 및 창조성올 이해하는 데에도 도웅이 될 것이다 122) 아직도 색은 

주의에 대한 연구는 막 걸음을 빼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지만，123) 충국 천주교 

선교의 역사의 일부로서， 나아가 기독교와 유교의 만남 및 중국과 유럽의 만남이 

라는 장의 일부로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하나의 단계임이 분명하다. 

원고첩수일: 2009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7일 

게 재 확정 일 : 2009년 12월 14일 

122) 랬西平， 앞의 책， p. 551. 

123) 펼자가 보기에 색은주의 연구가 미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수회 선 
파들의 자료들 중 많은 부분이 전혜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간융 금지 당했으며， 지 
금까지도 정리， 출판되지 못한 자료롤이 않이 있으므로 여전히 이들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첩근 가능한 자료들이라고 해도 한 학자가 동서양의 다양한 언 
어로 이루어친 다양한 자료틀용 두루 독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밖애도 文史哲
제반 영역융 포괄하는 중국학에 대한 소양 및 유협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 신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장시핑용 색은주의 연구는 이체 막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육 생동감 있는 서술이 전개되려라고 말한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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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no-Jesuit Figurism and their 
Understandings of Confucianism 

Lee , Yo unseung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s regarding the Sino-Jesuit figurists of 

the 17th century, and especially their understandings of Confucianism. 

Figurism can be said to be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Chinese Classics, 

trying to show that one could find ’signs’(figurae) referring to God’s 

revelation. 

Accommodationism, in other words, adaptation to Chinese culture was 

the evident missionary policy of the Jesuits since the end of the 16th 

century, and it can be said that they were successful in communicating 

with the Chinese literati and serving at the lmperial Court. But the Jesuits 

had lost the support of the Vatican through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 

and during these years of 100 years over, several talented French Jesuits 

incJuding Jochaim Bouvet and Joseph-Henri de Premare, were sent to 

China. They had to live abroad until death in China, namely the Qing 

dynasty of the Manchu, at the same time, they had to make a partial 

amendment of the early Sino-Jesuit’s policy of accommodation.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two works ; J. Bouvet's fl，ηirror 01 the Old 

and New Doctrine 01 Reverjng Heaven ( f古今敬天慶J ) and Premare’s The 

True M감aning 01 Conluci김m능m (r~需敎實義.!I). Bouvet and Premare tried to 

explain the focal point of dissension in Rites Controversy; the first, the 

Chinese word for "God", which was generally accepted as T ian Zhu(天主)，

while Jesuits were available to allow Chinese Christians to use TianC天) or 

Shangdi(上帝) and secondly, the ceremonial rites of Confucianism and 

ancestor worship. ln general, they were consistent with Matteo Ricci, but 

their attitudes or methods in interpretation of Chinese Texts were q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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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d ’curious’, to borrow David Mungello’s phrase. ln, Mirror, Bouvet 

tried to prove that the ancient Chinese had known the only true God by 

referring to Chinese Classics and Daily Explanatíons(r 日 홈.J) of the Kangxi 

emperor(康熙帝)， and Premare, one of the most prominent disciples of 

Bouvet, tried to argue that the Chinese belonged to the new Confucianism 

w~re nut atheists in Tbe 감ue Meaning. 

Studies on Chinese figurism is now at the starting point, an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the 

Western Sinology. In addition, we can understand the possibilities of 

creative interpretations of Classics of East and West through the study of 

figurism. 

Key Words : the Jesuits, figurism, Bouvet, Premare. Mirror of the Old 

and New Doctrine of Revering Heaven (r휩욕짧天훌j、 The True Meaning 

of Confucianism 얀짧했흩훌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