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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사고전서(四庫全書)』는 청대(淸代) 건륭(乾隆) 연간에 조정에서 기획

하여 편찬한 대규모의 총서이다. 건륭 37년(1772) 청 조정에서는 중국 역

대의 전적들을 모두 모아 총서로 엮어내는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계획하

고 흩어져 있는 책들을 모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이듬해에 사고전서관

(四庫全書館)이 설립되었고, 우민중(于敏中) 등이 총재(總裁)를 맡고 기

윤(紀昀) 등이 총찬관(總纂官)을 맡아 360명에 달하는 관신들이 10년 동

안 작업을 하여 총서를 완성하였다. 관신들이 옮겨 적은 정본(正本)은 모

두 7부로서 7개의 누각에 나누어 저장하였으니, 즉 청 궁중의 문연각(文淵

閣), 봉천(奉天, 지금의 심양瀋陽) 고궁에 있는 문소각(文溯閣), 원명원(圓

明園)의 문원각(文源閣), 열하(熱河) 피서산장(避暑山莊)의 문진각(文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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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 진강(鎮江)의 문종각(文宗閣), 양주(揚州)의 문휘각(文彙閣), 항주(杭

州)의 문란각(文瀾閣)이 그곳이니, 앞의 네 곳을 “내정사각(內廷四閣)” 혹

은 “북사각(北四閣)”이라 칭하고 뒤의 세 곳을 “절강삼각(浙江三閣)” 혹은 

“남삼각(南三閣)”이라고 칭한다. 이 총서는 모든 전적들을 크게 경(經), 사

(史), 자(子), 집(集)의 네 부분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고 『사고전서(四庫

全書)』라고 이름지었다. 이 총서는 청대 건륭 이전의 주요 전적들을 거의 

모두 수록하여 중국 역대로 가장 많은 책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중국 고전

의 집대성이며 중국 전통문화의 총화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1)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200권은 관부에서 편찬한 대형의 해제

(解題) 서목(書目)으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라고도 한

다. 이 책은 『사고전서』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으로, 그 내용은 『사고

전서』의 찬수자(纂修者)들이 『사고전서』의 서목을 작성하면서 내용의 이

해와 취사, 교열(校閱)을 위해 작성하였던 원고들을 마지막에 총찬관(總

纂官) 기윤(紀昀)이 내용을 다듬고 보충한 뒤 취합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중화서국(中華書局) 영인판(影印版) 『사고전서총목』의 출판 설명에 따르

면, “건륭(乾隆) 47년(1782) 7월，『총목(總目)』의 초고(初稿)가 완성되었

다. …… 『총목』에 수록된 책들은 이번에 정리하면서 자세히 통계를 내본 

결과, 『사고전서』 중에는 3461종，79309권이 있고 존목(存目) 중에는 6793

종，93551권이 있었다. 이중에는 기본적으로 건륭 이전의 중국 고대의 중

요 저작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여 종 이상 되는 책들에 대해 각각 그 

대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고 또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우리

들이 고대의 각종 저작들을 이해하기에 매우 편리하다.”2)라고 소개하고 

  1) 趙國璋、潘樹廣，『文獻學辭典』，南昌：江西教育出版社, 1991, 270-277면.

  2) (淸)永瑢、紀昀 主編，『四庫全書總目』北京：中華書局 196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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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고전서총목』（이하에서 『총목』으로 약칭한다）은 서문에서 “학술을 구

분하고, 원류를 고찰한다[辨章學術, 考鏡源流]”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중국 고대의 목록서는 일종의 종합적인 사유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총목』의 편찬 체계는 중국 고대 목록 중에서도 가장 완비하다

고 할 수 있는데, 이 서목은 “나열된 여러 서적들에 대해 각각 제요(提要)를 

작성하여 이것을 나누면 각각의 편목이 되고 합치면 총목이 된다[于所列

諸書, 各撰爲提要, 分之則散弁諸編, 合之則共爲總目].” 제요들은 원서의 

요점과 관련된 논점을 설명하여 그 저작의 문화사적, 학술적 가치를 드러

내고 있다. 또한 43류(類)의 첫머리에 붙여 놓은 소서(小序)와 사부(四部)

의 처음에 붙여 놓은 총서(總序)와 함께, 3470종에 달하는 서적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합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적인 지식 체계를 형성하였

다. 총목은 이와 같이 지식의 종합적인 성격과 각 부류의 지식이 상호 의존

하는 관계를 드러내어 중국 문화의 총체적인 사유 방식과 그 체계의 특징

을 잘 반영해내고 있다.3)

『총목』에 수록된 제요는 각 서적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개괄하여 학문의 발전과 변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기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목』

의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류 체계에 대

한 통찰을 통하여 그 안에 반영된 학술 사상 및 학술적 관점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총목』의 경, 사, 자, 집의 분류 중

에서 자부(子部)를 선택하고 그 하위 분류 중에 포함된 유가류(儒家類)를 

선택하여, 『총목』의 분류 체계와 각 서적에 대한 내용 서술을 고찰해보고, 

  3) 周積明 저, 『文化視野下的四庫全書總目』 北京：中國靑年出版社 2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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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 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사고전서총목』의 학술 연구 방법 및 

유학 사상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총목』의 유가류는 존목(存目)을 제

외하고 모두 112조(條)의 제요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일백여 종의 자부 유가

류의 제요 내용과 이를 평가하는 사고관신(四庫館臣)들의 기술을 통하여 

『총목』의 유가류가 반영하고 있는 학술 연구 방법과 사고관신(四庫館臣)들

이 유가류를 분류하고 연구하였던 학술적 관점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유가(儒家)의 유파(流派)와 종주(宗主)에 대한 정의 

1) 유가(儒家)의 창시

유가는 중국의 최초의 목록서인 『칠략(七略)』에서 이미 「제자략(諸子

略)」의 한 분류로 포함되었다. 당시에 「제자략(諸子略)」에 수록된 유가의 

저서들은 『논어』, 『맹자』, 『중용』 등으로 주로 원시 유가류의 학설에 속하는 

저작들이었다. 그리고 유학자들이 경전으로 여겼던 유가의 저작들, 즉 『시

경』, 『서경』, 『예기』 등은 모두 이미 「육예략(六藝略)」에 귀속되어 단독으로 

분류되었다. 

사고관신(四庫館臣)은 「자부총서(子部總敘)」에서, “유가는 일찌감치 시

작되었다(儒家尙矣)”라고 하며 유가류의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천명하였

고 그 분류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육경(六經)을 제외한, 

이론을 세운 다른 저서들은 모두 제자서이다. 처음에는 이 책들이 모두 섞

여 있었지만 『칠략(七略)』에서 구별하여 열거한 이후로 그 이름이 정해지

게 되었다. 초기에는 역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동중서(董仲

舒)가 분명하게 구별한 이후로는 정통의 이론과 잡스런 논의가 나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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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 이상에서 보면 중국 고대의 목록서에서 분류한 유가류의 서목에

는 유가에서 숭상하는 도덕, 윤리, 정치사상 등을 천명하는 저작들이 포함

되어 있었고, 육경과는 처음부터 구별되었으며, 간혹 유가 이외의 저서들

이 섞여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로 유가류는 중국의 유가 사상의 

발전과 함께 점차 그 학술적 가치와 독보적 지위를 확고히 하며 중국 고대

의 목록서에서 불가결한 분류 항목이 되었다. 

『총목』에서도 경부(經部)와 별도로 자부(子部)에 유가류의 항목을 두었

다. 그리고 경부와는 구별되는 자부 유가류의 학술적 의의에 대해, “학자

들은 경(經)을 연구함으로써 천하의 시비를 정할 수 있고, 사(史)를 고증

함으로써 고금의 성패를 밝힐 수 있으니，나머지는 모두 잡학이라고 하겠

다. 그러나 유가는 본래 육예(六藝)의 지류로서, 비록 풀이나 나무가 뻗쳐

나가듯이 문호(門戶) 간의 사사로운 주장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여러 대유

(大儒)들이 도를 밝힌 주장들이 분명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역시 경사(經

史)와 함께 두어 참고할 만하다”5)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학술사에서는 

경학이 위주가 되었으므로, 유가는 지류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학이 본(本)

이라면 유가는 말(末)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가 역시 명도치세(明道治

世)의 작용을 하는 바가 있으므로 그 장점을 버릴 수 없기에 역시 『총목』의 

자부(子部)에 포함시켜 두었다는 설명이다. 

이로부터 사고관신들이 자부 유가류를 세우고 서적들을 선별하였던 

기준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는 경학의 영역에 속하는 저작들을 제외하

  4)  (清) 永瑢, 紀昀 主編，《四庫全書總目提要》，「子部總敘」, “自六經以外，立說者皆
子書也。其初亦相淆，自七畧區而列之，名品乃定。其初亦相軋，自董仲舒別而
白之，醇駁乃分。” 海南：海南出版社，1995, 471면.

  5)  상동서, 471면 「子部總敘」，“夫學者研理於經，可以正天下之是非，征事於史，可
以明古今之成敗，餘皆雜學也。然儒家本六藝之支流，雖其間依草附木，不能免
門戸之私，而數大儒明道立言，炳然具在，要可與經史旁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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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역대로 자부 유가류의 목록에 포함된 저작 중 유학자들이 매

우 중시하였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은 송대 이후에는 『십삼경

(十三經)』 중의 일부가 되어 모두 경부(經部)의 사서류(四書類)에 귀속되

었다. 청대(清代)에 『총목』을 편찬할 당시에 경학은 이미 정치와 학술 사상 

방면에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십삼경』과 

관련된 저술들은 학술적인 의미에서나 규모 면에서 이미 별도로 경부(經

部)라고 분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유가류는 원시 유

가의 지파이지만 전통적인 경학의 주류와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거나 다

른 관점의 이해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경부에 포함되지 못한 서적들이 

다시 모여 형성한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고관신은 비

록 전통적인 경학에 포함되지는 못하였으나 공맹(孔孟)의 정도(正道)에 

근접한 서적들을 선별하여 유가류에 수록하였다. 즉 「유가류소서」에서 밝

힌 바와 같이, “무릇 유자(儒者)들은 무리를 이루거나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대단한 논의가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허한 담론을 늘어놓

지 않으며 등용되지도 않으니, 즉 공맹(孔孟)의 도를 바르게 전하기를 바

랄 뿐이라는 것을 보이려 한 것”6)이니, 이로써 유가류의 서적들은 유학의 

이념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공맹의 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야 함을 밝히고 있다.  

사고관신은 이러한 유가류의 선별 기준을 밝히고 「유가류 1」에서 주로 

송대 이전의 유가 관련 서적 중에서 공맹의 정도에 가깝다고 판단한 서적

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순자(荀子)』의 제요에서는 “순경

(荀卿)의 학문은 본래 공문(孔門)에서 나왔으니 제자(諸子) 중에서 가장 

정도에 가까운 것이 장점이요, 그 주장이 너무 과도하거나 혹은 말의 뜻이 

  6)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凡以風示儒者無植黨，無近名，無大言而不慚，無
空談而鮮用，則庶幾孔、孟之正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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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것이 단점이다”7)라고 하여, 『순자』가 비록 결점이 있긴 하지만 그 

학문이 공자에 근원을 두고 있기에 역시 유가류에 수록될 수 있는 것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또 『신어(新語)』의 제요에서는 “즉 대강의 뜻은 모두 왕

도(王道)를 숭상하고 패술(覇術)을 배척하며 수신용인(修身用人)에 그 근

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노자(老子)』를 인용한 것은 다만 「사무

편(思務篇)」에서 “상덕부덕(上德不德)”의 한 마디 뿐이니, 나머지는 모두 

공자를 종주로 한 것이며 그가 인용한 근거들은 대부분 『춘추』와 『논어』의 

문장들이다. 한유(漢儒) 중에 동중서(董仲舒) 이외에는 이와 같이 순정(醇

正)한 것이 없다”8)라고 하였으니 역시 『신어』의 가치가 공자를 종주로 하

고 왕도(王道)와 수신(修身) 등의 도리를 숭상하는 데 있다고 피력하였다.

「유가류1」의 서목들은 대부분 역대의 목록서에 수록된 유가류를 계승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고관신들이 맹목적으로 역대 목록서의 분류를 따

른 것은 아니었으며, 서적이 유전되어 온 상황과 학술적 원류를 고찰하고 

그 분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다. 이는 「자부총서

(子部總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중에서 혹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 것

이나 혹 전하여지긴 하나 계승되지 않은 것, 혹 예전에는 그 항목이 없었

으나 지금 더해진 것 등, 예전에는 각기 분류되었던 것이 지금은 합하여졌

다.”9) 예를 들어 『염철론(鹽鐵論)』의 제요를 살펴보면, “논하고 있는 바는 

비록 재화를 늘리는 것에 관한 것들이지만, 그 이야기는 모두 선왕(先王)

  7)  상동서, 471면 『荀子』條，“卿之學源出孔門，在諸子之中最爲近正，是其所長；主
持太甚，詞義或至於過當，是其所短。” 

  8)  상동서, 472면, 『新語』 條，“則大旨皆崇王道，黜覇術，歸本于修身用人。其稱引 
『老子』 者，惟 『思務篇』 引 “上德不德” 一語，餘皆以孔氏爲宗，所援據多 『春秋』、
『論語』 之文。漢儒自董仲舒外，未有如是之醇正者。”

  9)  상동서, 471면, 「子部總敘」, “其中或佚不傳，或傳而後莫爲繼，或古無其目而今
增，古各爲類而今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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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들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육경(六經)의 뜻에 비견된다고 하겠다. 그러

므로 여러 역사서에서 이를 유가로 열거하였다. 황우직(黃虞稷)의 『천경당

서목(千頃堂書目)』에서는 이를 바꾸어 사부(史部)의 식화류(食貨類)로 예

속시켰는데, 그 명목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그 실질을 잃은 것이다.”10)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염철론』의 내용은 비록 경제를 위주로 하

고 있지만, 사고관신은 그 책의 사상에 근거하여 유가류에 포함시키는 것

이 타당하다고 여겼음을 볼 수 있다.  

『소리자(素履子)』의 제요를 보면 “『신당서·예문지(新唐書·藝文志)』와 

조공무(晁公武)의 『군재독서지(群齋讀書志)』, 진진손(陳振孫)의 『직재서

록해제(直齋書錄解題)』, 우무(尤袤)의 『수초당서목(遂初堂書目)』에는 모

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초(鄭樵)의 『예문략(藝文畧)』과 『송사·예

문지(宋史·藝文志)』에는 수록되어 있다. 문장이 평이하여 후대에 나온 것

으로 보이며 한(漢)과 위(魏)의 제자(諸子)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

로 송대 이래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송렴(宋濂)이 지은 『제자

변(諸子辨)』에도 역시 이 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에 인용된 경

사(經史)의 사실들을 보면 모두 도리에 근거하고 있고 모두 성현의 뜻을 

본받아 정도로 돌이키려 하는 것이니 역시 유가의 지류라고 할 수 있다.”11)

라고 하였다. 『소리자』는 당 장호(張弧)의 저작이다. 장호는 『당사(唐史)』

에 전기(傳記)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 책도 줄곧 중시되지 않았다. 그

10)  상동서, 472면, 『鹽鐵論』 條，“所論雖食貨之事，而言皆述先王，稱六經，故諸史
列之儒家。黃虞稷 『千頃堂書目』 改隸史部食貨類中，循名而失其實矣。”

11)  상동서, 474면, 『素履子』 條，“『新唐書·藝文志』、晁公武 『讀書志』、陳振孫 『書錄解
題』、尤袤 『遂初堂書目』 皆未著錄，惟鄭樵 『藝文畧』、『宋史·藝文志』 有之。葢其
詞義平近，出於後代，不能與漢、魏諸子抗衡，故自宋以來不甚顯於世。宋濂作 
『諸子辨』 亦未之及。然其援引經史，根據理道，要皆本聖賢垂訓之旨，而歸之於
正，葢亦儒家者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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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사고관신은 그 내용이 유가의 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 

책을 유가류에 수록하였다. 이로부터 사고관신들이 날카로운 안목으로 

서적들을 반복하여 검토한 후에 그 학술의 원천을 판단하였음을 볼 수 있

다. 

「유가류1」의 서적들은 대부분 송대 이학이 성행하기 전에 간행되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서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록 내용면에서 유가와 기

타의 사상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대부분 바로 경전의 지위로 승격될 수 없

는 것들이지만, 역시 공맹(孔孟)의 도를 종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

나 「유가류1」에 수록된 서적들은 원시 유가 사상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가 사상의 계승과 변천을 드러내고 있으니, 사고관신들은 

암암리에 유가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추세와 그 변화 방향에 대한 불만

을 표시하였다. 즉, 「유가류소서」에서는, “옛날의 유학자들은 입신하여 스

스로 실천하고 선왕의 법도를 암송하며 경전에 통달하여 적용하려고 힘쓸 

따름이지, 감히 스스로 성현을 자임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또 “왕통(王通)

은 하분(河汾)에서 수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니산(尼山)을 모방하였는데 

마침내는 서로 이러한 것을 표방하기에 이르렀으니 역시 점차 세태가 변

한 것이라고 하겠다”12)라고 설명하며, 송대 이학으로 발전해가는 유가의 

변화 양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지편(儒志編)』의 제요에서는, “당시에 염(濂), 락(洛)의 학설이 아직 

크게 성행하지 않았으며 강학자들은 각자가 듣고 배운 바를 존중하여 따

랐다. 손복(孫復)은 명유(名儒)로 일컬어졌으며 양웅(揚雄)을 존경하여 모

범으로 삼았다. 사마광(司馬光)은 삼조(三朝)를 섬긴 노유(老儒)로서 역

12)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 “古之儒者立身行己，誦法先王，務以通經適用而
已，無敢自命聖賢者。” 「儒家類小序」, “王通教授河汾，始摹擬尼山，逓相標榜，此
亦世變之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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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맹자를 의심하고 양웅을 중시하였다. 왕개조(王開祖) 만이 홀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공맹의 도를 강론하였다. 비록 그 학설이 이리저리 돌며 유

전되었지만 반드시 무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13)라고 하였다. 『유지편』은 

송 왕개조가 편찬한 저작으로 그 제요에서 송대 유학가들이 이미 전통적

인 경학에 대해 회의하고 개인의 견해로서 유가의 도리를 찾고자 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또한 사고관신의 유가에 대한 관념

은 염, 락의 학술 사상을 전환점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관신의 「유가류1」 편찬 의도는 「유가류1안어(儒家類一案

語)」에 밝혀져 있다. 즉, “이상의 제유(諸儒)들은 모두 염(濂), 락(洛)의 학

술이 아직 나오기 이전의 사람들이다. 그 학문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에 핵심을 두었으며, 소위 말하는 이기(理氣), 심성(心性) 등의 오묘한 이

론은 없었다. 그 학설은 성인의 말을 암송하고 따르는 것에 불과했으니, 

일찍이 별도로 한 선생을 존경하여 따르고 천하의 선비를 불러모으는 일

은 없었다. 그 가운데 다만 왕통이 사사로이 사제 간을 표방하였으나 그래

도 문호(門戸) 간에 서로 공격하는 일은 없었다. 지금 이것을 함께 기록하

여 유가의 초기 모습과 더불어 그 변화의 발단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14)라

고 하여, 유가가 송대에 이학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유가류로 분류되었던 

서적들의 내용상의 특징과 그 개념을 정의하고 또한 유가가 점차 이학으

로 변화해가는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드러내고자 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13)  상동서, 475면, 『儒志編』 條，“當時濂、洛之說猶未大盛，講學者各尊所聞。孫複
號爲名儒，而尊揚雄爲模範。司馬光三朝耆宿，亦疑孟子而重揚雄。開祖獨不涉
岐趨，相與講明孔孟之道。雖其說輾轉流傳，未必無所附益。” 

14)  상동서, 475면, 「儒家類一案語」, “以上諸儒，皆在濂、洛未出以前。其學在於修已
治人，無所謂理、氣、心、性之微妙也。其說不過誦法聖人，未嘗別尊一先生、
號召天下也。中惟王通師弟私相標榜，而亦尙無門戸相攻之事。今並錄之，以見
儒家之初軌，與其漸變之萌蘖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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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 학파의 종주(宗主)

「유가류2」에서는 송대 이학의 주요 저작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유가의 

종주가 되는 학파의 형성과 특성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다. 사고관신들

은 「유가류소서」에서 “지금 기록한 것들은, 대개 염(濂), 락(洛), 관(關), 민

(閩)을 종주로 삼는다”15)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유가의 종주를 염, 락, 관, 

민 지역에서 형성된 학파로 보았다. “염(濂)”이란 주돈이(周敦頤)를 가리

키고, “락(洛)”이란 이정(二程), 즉 정호(程颢, 1032-1085), 정이(程颐, 1033-

1107)를 지칭하며, “관(關)”은 장재(張載)를 가리키며, “민학(閩學)”이란 

복건(福建)에서 정이(程頤)의 학문을 전하던 양시(楊時), 나종언(羅從彥), 

이동(李侗), 주희(朱熹) 등등을 일컫는다. 즉, 사고관신은 주돈이, 정이, 정

현 등에서 시작하여 주희로 이어지는 송대의 정주이학(程朱理學)이 유가

의 발전과 연변을 주도하는 종주가 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사고관신이 송대의 정주이학을 이후 유학의 종주로 인정하였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대 이학은 비록 한당(漢唐)의 ‘주소지학(註疏之學)’

을 반대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가 경전을 근본으로 삼아 연역하여 발

전시킨 것이었다. 송대에 이르러 유학가들은 “경(經)은 도(道)를 담은 것이

다[經所以載道]”라고 생각하며, 유가 경전과 도학(道學)의 “도”를 결합하

여 이학(理學)의 사상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학에서 주장하는 철학과 정치

사상, 윤리사상 등은 경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니, 이학은 유

가 경전에 대한 논의와 해설을 통하여 우주론, 인성론, 윤리론, 정치론 등

을 도출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대 이학은 비록 유가 경전을 

15)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今所錄者，大旨以濂、洛、關、閩爲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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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한당(漢唐)의 경학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 자신 유가 경

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었다. 

『총목』의 「유가류2」의 앞부분에는 송대 이학의 대표적인 저서들인 『태

극도설술해(太極圖說述解)』, 『통서술해(通書述解)』, 『서명술해(西銘述

解)』, 『장자전서(張子全書)』, 『이정유서(二程遺書)』, 『이정외서(二程外書)』, 

『이정수언(二程粹言)』, 『근사록(近思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책들보다도 송대 이학을 더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저작들이 경부(經部)

에 산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注)』는 경부 사서류

(四書類)에 수록되어 있고，장재(張載)의 『횡거역설(橫渠易說)』과 정이(程

頤)의 『역전(易傳)』, 주희의 『주역본의(周易本義)』도 모두 경부 역류(易類)

에 포함되어 있다. 『근사록』의 제요를 보면, “이 책은 모두 662개의 제요를 

14문(門)로 나누었으니 실로 후대의 성리학서들의 조종(祖宗)이 되었다. 

주자(朱子)의 학문은 격물(格物)과 궁리(窮理)에 큰 뜻을 두고 두루 공부

하여 요약한 것으로, 『육경(六經)』에 근거하고 백가의 학문을 참고하였고 

자만하며 한 스승의 말만을 고수하지 않았다.”16)라고 하였으니, 이학의 조

종(祖宗)이 된 이 책이 육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임을 긍정하고 있는 것

이다. 

둘째, 사고관신들은 명대에 유행하였던 심학(心學)의 학풍이 공소(空

疏)하다고 여겼으며 심학의 유행을 반대하였다. 「유가류4안어(儒家類四

按語)」를 보면, “송에 이르러 문호(門戸)가 크게 갈라지고 서로 반목하며 

사이가 벌어졌다. 학자들이 각자 (스승에게서) 들어 배운 것만을 존중하

고 따르며 서로 다투기를 멈추지 않은 지 사오 백년이 넘는다. 중간에 학

16)  상동서, 478면, 『近思錄』 條，“書凡六百六十二條，分十四門，實爲後來性理諸書
之祖。然朱子之學，大旨主於格物窮理，由博反約，根株 『六經』，而參觀百氏，原
未暖暖姝姝守一先生之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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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들이 번갈아서 흥하고 망하기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모른다. 그 중에 가

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신안(新安)과 금계(金溪)의 두 종파가 있다. 명 하

동(河東) 일파는 주자의 남은 여파를 따라갔고, 요강(姚江) 일파는 육구

연의 남은 불꽃을 불어 살리려 하였으니, 그 변화무쌍한 나머지들도 모두 

이 두 종파의 사이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을 따름이다.”17)라고 하였는데, 이

로써 송대 이후의 유학이 변천되어 가는 주요한 추세를 총괄하고, 그 변화

의 양대 물결이 이학과 심학임을 확언하였다. 그러나 사고관신들은 이학

을 지지하며 심학을 반대하는 유학자들을 칭찬하였고, 심학의 대표적 저

작들은 자부(子部)의 유가류에 싣지 않고 집부(集部)의 별집류(別集類)에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육구연(陸九淵)의 『상산집(象山集)』은 집부 별집류 

제13권에 수록되었으며，육구연의 제자 양간(楊簡)의 『자호유서(慈湖遺

書)』 역시 집부 별집류 제13권에 수록되었다. 왕수인(王守仁)의 『왕문성전

서(王文成全書)』는 집부 별집류 제24권에 실려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사고관신들이 유학사에서의 심학(心學)의 작용 및 가치를 철저하게 부정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사고관신들은 송 이후의 유학이 문호를 나누고 서로 논쟁하는 현

상에 대해 비판하였다. 「유가류소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시에 소위 

도학자라고 한 사람들은 두 갈래의 유파로 나뉘어 필설로 서로 공격하였

다. 이때 이후로, 천하에는 다만 주자의 학파인지 육구연의 학파인지를 다

투며 문호(門戸)가 나뉘고 붕당(朋黨)이 일어나 은인과 원수로 나뉘어 서

17)  상동서, 489면, 「儒家類四按語」，“至宋而門戸大判，讎隙相尋。學者各尊所聞，格
鬥而不休者，遂越四五百載。中間遞興遞滅，不知凡幾。其最著者新安、金溪兩
宗而巳。明河東一派沿朱之波，姚江一派噓陸之焰，其餘千變萬化，總出入於二
者之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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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복하였으니 이와 같은 세태가 수백 년 간 만연하였다.”18) 송대에 이

르러서는 점차로 유가와 불가(佛家), 도가(道家)의 삼대 사상이 서로 흡수

되며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흡수하고 융합하

는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상이 분화되었다. 이학은 유학가들

이 불가와 도가에서 제기한  우주론, 인성론 등 형이상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낸 새로운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 육구연은 불가와 도가의 

사상을 깊이 있게 받아들였으며 이로부터 주관적인 경향이 강한 유심주

의(唯心主義)의 철학 체계를 세웠다. 그리고 주소(註疏)를 위주로 한 전통

적인 한당(漢唐) 경학을 부정하고 “육경이 나를 부연하고, 내가 육경의 주

석이 된다[六經注我，我注六經]”는 주장을 내세우며 주관적으로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하였다. 명대에 이르러서는 또 왕수인(王守仁)이 육

구연의 학술 사상을 계승하여 심학을 창도하였고 이로부터 유학의 분파

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사고관신들은 이렇게 문호가 서로 논쟁하는 상

황은 유학의 본질과 목표로부터 매우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더 나

아가 문호의 분파와 서로 간의 논쟁이 명대 사회의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여겼다. 즉, 「유가류소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명 말엽에는 그 화

가 종사(宗社)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오직 명예와 승부를 추구하는 사

심(私心)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다가 이에 이르게 된 것이

다.”19)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관신들은 명대 유학의 공소한 학풍을 철저히 

비판하고 또 상대적으로 유가의 전통 경학에 근접한 정주이학을 송대 이

후의 유학의 주류로 여기었다. 

18)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 “當時所謂道學者，又自分二派，筆舌交攻。自時厥
後，天下惟朱、陸是爭，門戸別而朋黨起，恩讎報復，蔓延者垂數百年。”

19)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明之末葉，其禍遂及于宗社，惟好名好勝之私心不
能自克，故相激而至是也。聖門設教之意，其果若是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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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의 계승과 발전의 흐름에 대한 기술 

1) 송대(宋代) 유가의 계승과 발전

『총목』의 「유가류2」와 「유가류3」에 수록된 서적들은 송, 명, 원의 이학 관

련 서적들이 주가 되며, 사고관신들은 이러한 서적들을 통하여 이학 사상

을 형성하고 종주가 된 학자들과 그 계승자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

다. 사고관신들은 정주이학을 유학의 중심으로 여겼으므로 정주이학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었다. 예를 들어, 『이정유서(二程遺

書)』의 제요에서는, “정자(程子)가 죽은 이후로 어록(語錄)을 전한 사람들

로 이유(李籲), 여대림(呂大臨), 사량좌(謝良佐), 유초(遊酢), 소병(蘇昞), 

유현(劉絢), 유안절(劉安節), 양적(楊迪), 주부선(周孚先), 장역(張繹), 당

체(唐棣), 포약우(鮑若雨), 추병(鄒柄), 창대은(暢大隱) 등 여러 명이 있었

다”20)고 하여, 이정(二程)의 문호에서 나온 제자들을 열거하였다. 또 이정

(二程)과 주희의 사승(師承) 관계에 대해서는 주희의 『연평답문(延平答

問)』의 제요에서, “정자(程子)의 학문은 첫 번째로 양시(楊時)에게 전해졌

고 다시 나종언(羅從彥)에게 전해졌으며 후에 다시 이동(李侗)에게 전해

졌다”21)고 하였으니, 이동은 다시 주희에게 전수하였으므로，주희는 이정

(二程)의 사전제자(四傳弟子)인 셈이다.

20)  상동서, 476면, 『二程遺書』 條，“自程子旣歿以後，所傳語錄有李籲、呂大臨、謝
良佐、遊酢、蘇昞、劉絢、劉安節、楊迪、周孚先、張繹、唐棣、鮑若雨、鄒柄、
暢大隱諸家”

21)  상동서, 478면, 『延平答問』 條，“程子之學一傳爲楊時，再傳爲羅從彥，又再傳爲
李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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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순(乾淳)의 삼선생(三先生)이라고 일컬어지는 주희, 여조겸(呂祖謙), 

장식(張栻) 사이의 논쟁과 주자 사상의 확립 과정 역시 일련의 서적들의 

제요를 통하여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송 호굉(胡宏)의 『지언(知言)』의 

제요에는, “호굉의 학문은 본래 그 아버지인 호안국(胡安國)에게서 나왔

고 호안국의 학문은 비록 양시(楊時)에게서 나왔으나 또한 동림(東林) 상

총(常總)의 학문을 겸하여 배웠다. 상총은 일찍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악(惡)과 대칭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호안국이 그 학설을 이어서 논

하였으니 마침내 본연(本然)의 성(性)과 선악과 상대되는 성(性)의 두 가

지로 나누었다. …… 주자는 그 잘못을 강력히 비난하며 『지언의의(知言疑

義)』를 저술하고 여조겸(呂祖謙)과 호굉(胡宏)의 문인 장식(張栻) 등과 서

로 논변을 벌였고，장식 역시 스승의 학설을 모두 옳다고 여기지 못하게 

되었다.”22)라는 설명이 있다. 이로부터 이학의 전승을 본다면，이정(二程)

의 학문은 양시와 사량좌를 거쳐 호안국에게 전수되었고 그 아들인 호굉

에게 전수되었으며 다시 장식에게 전수되었다. 장식은 이정(二程)의 ‘사전

제자(四傳弟子)’로서 이정의 인성론을 계승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연역해

내었으니, “천명지성(天命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주장하며 “악

성(惡性)”도 역시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이는 기질과 품성(氣稟)

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하였다. 주희는 이정의 학설을 계승하며 

“성본선(性本善)”을 주장하였으므로 장식과 논쟁을 벌였으며, 후에는 마

침내 다른 학설들을 설복시키고 정주이학에서 독보적인 권위와 지위를 차

지하게 되었다. 

22)  상동서, 479면, 『知言』 條，“然宏之學本其父安國，安國之學雖出於楊時，而又兼
出於東林常總。總嘗謂本然之性，不與惡對言。安國沿習其說，遂以本然者、與
善惡相對者，分成兩性，…… 朱子力詆其非，至作 『知言疑義』，與呂祖謙及宏門
人張栻互相論辨，卽栻亦不敢盡以其師說爲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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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겸(呂祖謙)은 철학 방면에서 이학과 심학 간의 모순을 조화시키려

고 노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영가학파(永嘉學派)의 경세치용 사상

을 받아들여 이로부터 “여학(呂學)”이라는 학파를 형성하였고 당시의 사

상계에 자못 영향을 주었다. 여조겸과 주희의 분기는 역시 『려택론설집록

(麗澤論說集錄)』의 제요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여조겸은 처음에 주자

와 서로 마음이 맞았으나, 후에 『모시(毛詩)』의 논쟁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은 서로 심하게 배척하게 되었다. …… 탁극탁(托克托) 등이 『송사(宋

史)』를 편수하면서 여조겸을 『유림전(儒林傳)』중에 배치하여 “도학(道學)”

의 반열에 끼지 못하도록 하였다. …… 도학은 유림을 조롱하면서 ‘도를 듣

지 못하였다[不聞道]’라고 하고，유림은 도학을 비난하면서 ‘옛것을 상고

하지 않는다[不稽古]’라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니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

다. 무릇 유자들은 경의(經義)를 궁리하여 연구하여야 비로소 이치의 시비

를 판단할 수 있으며，사서를 두루 편람하여야 비로소 사건의 득실을 판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루 학습하고 돌이켜 요약한다[博學反約]’라고 

하고 아직 넓지 않아도 먼저 요약한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주씨(朱氏)

의 학문이 정채롭지만, 려씨(呂氏)의 학문을 역시 어찌 모두 폐할 수 있겠

는가？”23) 주희, 장식, 여조겸은 모두 이정(二程)을 스승으로 삼아 배운 제

자들이며 이정(二程)의 학술 사상을 연역하고 발전시켰다. 그러나 주희가 

장식과 여조겸과 서로 논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이정(二程) 사상의 

정통적인 계승자로 자임하게 되었다. 사고관신들은 일련의 서적들의 제요

23)  상동서, 479면, 『麗澤論說集錄』 條，“祖謙初與朱子相得，後以爭論 『毛詩』 不合，
遂深相排斥，…… 托克托等修 『宋史』，因置祖謙 『儒林傳』 中，使不得列於 “道
學”。 …… 道學之譏儒林也，曰 “不聞道”，儒林之譏道學也，曰 “不稽古”，齗齗
相持，至今未已。夫儒者窮研經義，始可斷理之是非，亦必博覽史書，始可明事
之得失，故云博學反約，不云未博而先約。朱氏之學精矣，呂氏之學亦何可盡廢
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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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이러한 정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학의 문호들간의 논쟁의 

병폐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남송 이후 주자와 육구연(陸九淵) 문파의 분기 역시 송 양간(楊簡)의 

『선성대훈(先聖大訓)』 제요 안에 드러나 있는데, “그 입언(立言)의 종지(宗

旨)를 고찰해보면 이미 신회(新會), 여요(余姚)의 문파를 개창하였다. 그

러므로 이 책에 주석을 붙일 때 왕왕 주석을 빌려 심학의 이론을 펼쳤으므

로 견강부회한 점이 없지 않다”24)고 하였으니, 양간(楊簡)이 육구연 심학

의 전도자로서 육구연의 철학심본론(哲學心本論)을 좇아 발전시킨 상황

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사고관신들은 비록 육구연 본인의 저작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간의 예를 들어 “견강부회한 점이 있다”는 결점을 

지적하고 암암리에 심학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제요들을 통하여 사고관신

들이 송대 이학을 유가의 종주로 여겼음을 볼 수 있으며, 또 그 문인들과 

대표작들을 통하여 이학의 계승과 연변의 대강을 고찰할 수 있다. 

2) 명대(明代) 유가의 계승과 발전

 

명대에 이르러 통치자들은 행정력 등을 동원하여 유학의 학문적 지위

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정주이학은 그 전성기에 달하였다. 영락(永樂) 

연간에 명성조(明成祖)는 유학으로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 호광(胡廣) 등

의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을 편수하고 조서를 내려 천하에 반포하였다. 명 

호광(胡廣)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의 제요를 보

면, “이 책은 『오경(五經)』, 『사서대전(四書大全)』과 함께 영락 13년 9월에 

24)  상동서, 481면, 『先聖大訓』 條, “考其立言宗旨，巳開新會、余姚之派，故注是書，
往往藉以抒發心學，未免有所牽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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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하고 진상하였다.”25)고 한다. 명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정자(程子)와 

주자의 학설을 고수할 뿐이었고 새로운 점이 없었는데, 이는 명대의 문화 

정책이 이와 같이 학술 사상을 통제하였던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명대 이학에도 분기는 존재했다. 일부의 유학가들은 정주이학을 

다시 검토하고 반성하며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점차 이학에 반

대하는 사회 풍조가 생겨났다. 왕수인(王守仁)은 정주이학을 비판하며 육

구연의 심학을 계승하여 발전시켰고 또 강문(江門)의 학술과 불학(佛學)

의 영향을 받아 “치량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을 특징으로 하

는 심학(心學)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왕수인의 심학은 명대 중, 후기에 정

주이학의 지위를 대신하며 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명 호거인(胡

居仁)의 『거업록(居業錄)』 제요에 따르면, “호거인(胡居仁)과 진헌장(陳獻

章)은 모두 오여필(吳與弼)의 문중에서 나왔다. 오여필의 학문은 주자와 

육구연의 중간에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에게 가까운 것을 배워왔으니, 

진헌장은 위로는 金溪[육구연]를 계승하였고 아래로는 姚江[왕수인]의 길

을 열었다. 호거인은 삼가 新安[주희]의 학문을 지키고자 하였으므로 ‘경

(敬)’이라는 글자로 서재의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진헌장이 선

학(禪學)에 가까운 것을 변론한 곳이 상당히 많다.”26) 여기서 오여필, 진헌

장, 호거인, 육구연, 왕수인, 주희 등이 거론되면서 그 학승(學承)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오여필과 설선(薛渲)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남북의 대유(大儒)라고 칭하였다. 오여필은 명대 유학사에서 심

25)  상동서, 483면, 『性理大全書』 條，“是書與 『五經』、『四書大全』 同以永樂十三年九
月告成奏進。”

26)  상동서, 484면, 『居業錄』 條，“居仁與陳獻章皆出吳與弼之門。與弼之學，介乎朱、
陸之間。二人各得其所近，獻章上繼金溪，下啓姚江。居仁則恪守新安，不踰尺
寸，故以 “敬” 名其齋，而是書之中，辨獻章之近禪，不啻再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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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발단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따르는 제자들도 매우 많았다. 그 중 호

거인과 진헌장이 대표적인 학자들로서, 각각 두 파의 전수자가 되었다. 호

거인은 주희의 사상을 위주로 하였고，진헌장은 육구연의 심학에 편중된 

연구를 하였으며 또한 왕수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명대의 이학가들은 대부분 정주이학을 좇았을 뿐 독창적인 의견을 내

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고관신들은 이학의 전통 관념을 고수하며 육구연

과 왕수인의 심학을 반대하는 학자들을 주로 수록하였다. 명 서문(徐問)

의 『독서찰기(讀書劄記)』의 제요에 따르면， “그가 논한 천문, 역상(曆象), 

산천, 성리(性理), 육경(六經), 사자서(四子書)에 관한 논설은 모두 선유

(先儒)의 기존의 학설을 따른 것이다. 그가 논한 학문은 정자(程子)와 주

자를 본받고 있으며 요강(姚江)의 학문을 극력 배척하였다”27)고 하였고, 

또 명 여남(呂柟)의 『경야자내편(涇野子內篇)』의 제요를 보면, “여남(呂柟)

의 학문은 격물(格物)과 궁리(窮理)에 있으며 먼저 안 연후에 행하고자 하

였다. ……그는 앎을 실천함에 가장 독실하였던 사람으로 일찍이 왕수인

의 ‘양지(良知)’의 오류를 비판하였다”28)고 하였다. 또 명 나흠순(羅欽順)

의 『곤지기(困知記)』 제요에서， “무릇 학문이란 것은 점차 체험이 쌓여 체

득되는 것이므로 오로지 궁행실천(躬行實踐)만을 힘쓸 뿐, 요강(姚江) 등

의 “양지(良知)”의 오류를 심하게 배척하였다”29)라고 하였으니, 나흠순(羅

欽順)은 명대 중기의 저명한 학자로서 명청 유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학자이다. 그는 사회의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정주이학이 날로 세력을 잃

27)  상동서, 485면, 『讀書劄記』 條，“所論天文、曆象、山川、性理、六經、四子書，皆
守先儒成說。其論學則一本程、朱，而力黜姚江之學。”

28)  상동서, 485면, 『涇野子內篇』 條，“柟爲學在格物以窮理，先知而後行。 …… 其踐
履最爲篤實，嘗斥王守仁言良知之非。” 

29)  상동서, 484면, 『困知記』 條，“葢其學由積漸體驗而得，故專以躬行實踐爲務，而
深斥姚江 ‘良知’ 之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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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던 상황 속에서 정주이학과 육왕심학을 비판하고 경세재물(經世宰

物)의 실학(實學)을 창도하였으므로 사고관신들은 그가 심학을 비판하면

서 도출해낸 학술적 성과에 대해 칭찬하였다. 이러한 제요들은 명대에 이

학을 존숭하고 심학을 배척하였던 일련의 학술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

며 또한 『총목』의 학술적 경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3) 청대(淸代) 유가의 계승과 발전

명말에는 왕수인 심학의 “공허한 말의 병폐[空言之弊]”가 날로 심해졌

다. 특히 왕학(王學) 말류의 선비들은 왕수인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심(心)의 본체이다[無善無惡是心之本體]”라는 학설에 근거하여 공허한 

담론을 늘어놓고 유가를 버리고 선학(禪學)으로 들어간다든지, 정치에 관

심을 가지지 않고 실제의 일에 힘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의 

사상적 성과를 흡수하여 사회의 수용에 적응하고 명대의 쇠퇴를 돌이키고

자 하는 “실학(實學)” 사상도 함께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학 사상

은 경세치용을 목적으로 하면서 청초 유학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쳤다. 그러나 청 왕조 통치의 완고함과 그가 시행한 문화억압정책에 따라, 

청대 중기 이후로는 고증학의 열풍이 크게 일어났으며 건륭(乾隆), 가경

(嘉慶) 연간에는 그 전성기를 이루어 학자들은 한대(漢代) 유학의 소박하

고 실질을 추구하는 학풍을 존숭하여 따르게 되었다. 

명대 유학의 공소한 학풍을 비판하고 한대(漢代)의 경학을 다시 진흥시

키려는 분위기 속에서 청대 이학은 다시 분기되지 않았고 도리어 통치자

들의 비호를 받았다. 청조의 통치자들은 한족(漢族) 사대부들의 지원을 얻

기 위해 유학을 통치 계급의 지도 이념으로 선택하였다. 순치(順治)부터 

건륭(乾隆) 전기에 이르기까지 통치자들은 줄곧 “경학을 표방하여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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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유(先儒)를 존중하며[表章經學，尊重儒先]”， “공맹(孔孟)과 정주

(程朱)의 도와 교훈으로서 더욱 연마하는[以孔孟程朱之道訓迪磨厲]” 사

상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순치, 강희, 옹정, 건륭 황제 등은 친히 이학의 

저서들을 찬정하였고 또 이광지(李光地), 탕빈(湯斌), 장백행(張伯行) 등

의 이학 명사들을 중용하여 그들에게 『어찬성리정의(御纂性理精義)』,『어

찬주자전서(御纂朱子全書)』 등의 저서를 편찬하도록 하여 천하에 반포하

였다. 이로써 정주이학은 청대에 흥성하게 되었다. 『어찬성리정의』의 제요

에서,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는 방대하고 잡다하며 이러저리 나뉘어

져 있으나, 내용이 많은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체재가 없었다. 강희제[聖祖

仁皇帝]께서는 당우(唐虞)의 통치를 이으시고 공맹(孔孟)이 체득하여 전

하는 것을 잘 알아 『육경(六經)』에 근거를 두고 수많은 유학자들의 경중을 

참작하였으니 무릇 송유(宋儒)의 저서들 가운데 도(道)의 깊이와 입언(立

言)의 순박함 등이 모두 드러났으며, 또한 작은 것이나 애매한 것도 세밀

하게 연구하였으므로 두루 살피매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었다.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것은 부질없이 강학자들의 이름만을 많이 실었으나, 명성을 

얻고자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았고 체계 없이 흩어져 있어 후대에까지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학사 이광지(李光地) 등에게 이 책을 간행

하라고 명하고 친히 교정을 하셨다.”30)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청

초 통치자들의 이학에 대한 경도와 통치자 본인의 이학에 대한 조예를 엿

볼 수 있다. 

사고관신들이 「유가류4」에서 황제의 어서(御書)들과 함께 열거한 청대 

30)  상동서, 487면, 『御纂性理精義』 條，“其 『性理大全書』 尤龎雜割裂，徒以多爲貴，
無復體裁。我聖祖仁皇帝接唐虞之治統，契孔孟之心傳，原本 『六經』，權衡百
氏，凡宋儒論著於其見道之淺深，立言之醇駁，並究知微曖，坐照無遺。病胡廣
等所編徒博講學之名，不過循聲之舉，支離冗碎，貽誤後來，乃命大學士李光地
等刊其書，復親加厘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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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가들 역시 청대 이학을 대표하는 명유(名儒)들이다. 청 이광지(李光

地)의 『용촌어록(榕村語錄)』에 의하면, “이광지의 학문은 주자에 근원을 

두고 있으니 그는 주자의 본뜻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시대에 따라 변통할 

줄 알아 문호의 사사로운 견해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경전에 주석을 붙

일 때 한당(漢唐)의 학설도 겸하여 취하였으며, 강학(講學)에 역시 육구연

과 왕수인의 뜻을 참고하기도 하였으나, 시비득실과 큰 견해의 차이를 유

발하는 미세한 차이 등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변별하였으니 왕왕 한 

마디로 그 의심스러운 점을 결론짓곤 하였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다른 문

파를 공격하는 부류들에 대해서는, 요강(姚江)[왕수인]을 공격하는 사람

에 대해서도 늘 비판하였고, 자양(紫陽)[주희]를 공격하는 이에 대해서도 

조롱하였다.”31) 이광지는 학문적으로 정주(程朱)를 종주로 삼아 정주이학

을 힘써 제창하였으니, 강희 시기 “정학(正學)을 견지하였던” 중심인물 중

의 하나이다. 그는 정주이학의 윤리적 가치와 실천 의의를 충분히 긍정하

였다. 그는 비록 정자와 주자를 존숭하는 입장이었지만, 문호 사이의 견해

를 없앨 것을 주장하였고 각 학자들의 장점을 취하여 정주이학의 단점을 

보완하고 여러 문호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유가의 전통적인 도리를 널리 

알리고 고양시키려고 하였다. 

또 청 육농기(陸隴其)의 『독주수필(讀朱隨筆)』의 제요에 따르면, “육농

기(陸隴其)의 학문은 주자를 종주로 삼으니 근래의 유학자들 가운데서

도 가장 순정하다고 일컬어졌다. 이 문장의 대의는 더욱 이설들을 물리치

고 자양(紫陽)[주희]의 학문을 비호하려는 데 있었으므로 유교와 불교의 

31)  상동서, 488면, 『榕村語錄』 條，“光地之學源于朱子，而能心知其意，得所變通，
故不拘墟於門戸之見。其詁經兼取漢唐之說，其講學亦酌采陸、王之義，而於
其是非得失、毫釐千里之介，則辨之甚明，往往一語而決疑似。以視黨同伐異之
流，斥姚江者無一字不加排詆，攻紫陽者無一語不生訕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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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異同)을 변별하고, 금계(金溪)[육구연]과 요강(姚江)[왕수인]이 섞

여 있는 폐해를 지적하였다”32)고 하였다. 육농기는 주자를 높이고 육구연

과 왕수인을 배척함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청대의 유학가들은 

명 중후기에 사상계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양명학설(陽明學說)

이 명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주학(朱學)

과 왕학(王學)이 조성한 두 가지 확연히 서로 다른 사회적 영향력과 그 결

과를 놓고 본다면,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주

벽왕(尊朱辟王)’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청대 유학가들은 대부

분 육왕심학의 병폐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정

주이학의 학설을 채용하고 육왕심학을 극력 배척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또

한 청대 유학가로서의 사고관신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했으므로 『사고전

서』를 편찬하고 정리하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4. 유가 학파 간의 이동(異同)과 우열(優劣)에 대한 논평

1) 정주이학(程朱理學)과 육왕심학(陸王心學)

사고관신들이 정주이학을 위주로 하여 기타 학술간의 공통점과 차이

점 등을 밝히고자 하면서 주로 사용한 방법은, 다른 학술 사상들의 결점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사고관신들은 먼저 명대의 이학 사상에 대한 불만족

을 표시하였다. 명대의 이학은 비록 정주이학을 계승하였지만, 그 명맥을 

32)  상동서, 488면, 『讀朱隨筆』 條，“隴其之學，一以朱子爲宗，在近儒中最稱醇正。
是編大意尤在於辟異說以羽翼紫陽，故於儒、釋出入之辨，金溪、姚江蒙混之
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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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뿐 정주이학의 정수를 완전히 체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게

다가 문호 상호 간에 벌인 논쟁은 정통 유가 사상의 이념 및 전통을 도리

어 어지럽히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명 원질(袁袠)의 『세위(世緯)』의 제

요에서는, “그러니 원질이 말하길 ‘지금의 위선자들이 읽고 암송하는 것은 

주공(周公)과 공자의 『시』, 『서』요, 강론하고 익히는 것은 정자와 주자의 전

(傳)과 소(疏)요, 담론하는 것은 불로(佛老)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다. 비슷

한 무리끼리 당을 지어 다른 이들을 공격하면서, (서로) 육구연을 존중하

고 주자를 훼손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심학의 말류의 병폐를 지적하

며 매우 격하게 말한 것이다. 명대의 세태를 보면 원질은 가히 ‘작은 것으

로부터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다. 또 어찌 자신에게 해가 미

칠 것이 싫어서 도학을 억제하도록 지적할 줄 알았을까?”33)라고 하였다. 

또 명 여곤(呂坤)의 『신음어적(呻吟語摘)』의 제요에서는, “명대에 강학을 

하던 여러 유학자들은 거칠고 천박하기는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도 규범을 지키기 위해 힘썼고 또 정리(情理)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육학(陸學)의 말류의 미친 듯한 행동과 주학(朱學) 말류의 아둔함을 보면, 

그 득실에 역시 차이가 난다”34)고 하였다. 이러한 제요들은 모두 사고관신

들이 전통 정주이학을 견지하는 유학가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관신들은 또 육(陸), 왕(王)의 학문을 비판하는 이유로, 그들의 사

상이 불교에 가깝고 전통적인 유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명 여

33)  상동서, 486면, 『世緯』 條, “然袠之言曰：‘今之僞者，其所誦讀者，周、孔之 『詩』、
『書』 也，其所講習者，程、朱之傳、疏也。而其所談者，則佛老之糟粕也。黨同
而伐異，尊陸而毀朱’ 云云。葢指姚江末流之弊，有激言之。觀于明季，袠可謂 
‘見微知著’ 矣。又烏得惡其害己，指爲排抑道學乎？”

34)  상동서, 486면, 『呻吟語摘』 條，“在明代講學諸家，似乎粗淺，然尺尺寸寸，務求
規矩，而又不違戾於情理。視陸學末派之倡狂，朱學末派之迂僻，其得失則有間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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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呂柟)의 『주자초석(朱子抄釋)』의 제요에서, “명대 사람들은 서로 번갈

아가며 선록하였으므로 거의 사람마다 한 편씩의 저서가 있었다. 그러나 

그 대의는 여전히 이기고자 서로 논쟁하며 문호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었으니, 주자를 빌려 명분으로 삼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진실로 도를 

밝힐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여남의 이 글은 다만 적절하고 간요한 문장들

만을 뽑았고, 공격만을 일삼지 않았으므로 학문의 대강이 오히려 간단명

료해졌다. 그러나 ‘여육자정론의견(與陸子靜論意見)’의 조항에서는 그 아

래에 주를 붙여 ‘육씨(陸氏)는 결국 선(禪)에 가깝다’라고 했으니, 즉 시비

의 분별만큼은 근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35)라고 비평하였으니, 사

고관신들은 육(陸), 왕(王)의 심학이 불교에 가깝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사고관신들은 더 적극적으로 불교가 유학에 끼친 영향력을 배척하였

다. 즉, 「유가류소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만 분명하게 불가(佛家)의 말

로써 경(經)을 해석한 것들은 모두 추려내어 잡가(雜家)로 넣었다.”36) 사고

관신들은 비록 명대의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三教) 융합 현상에 대해 분

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유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저작들

을 지지하였다. 청 주소(周召)의 『쌍교수필(雙橋隨筆)』 제요에서, “비록 스

스로 자랑함이 지나치지만, 말하는 바가 모두 예교를 숭상하고 이단을 배

척하는 것이며, 또 명말 사대부들이 유학사상을 천명하면서 불교적인 해

석을 하고 공허하게 성명(性命)을 논하는 폐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러므로 인심과 풍속(을 교화하는 데)에, 자못 도움 되는 바가 

35)  상동서, 485면, 『朱子抄釋』 條，“明人逓相選錄，幾於人有一編。其大意乃在於勝
負相爭，區分門戸，不過借朱子爲名，未嘗眞爲明道計也。柟作是編惟摘切要之
詞，而不甚以攻擊爲事，於學問大旨轉爲簡明。然于 ‘與陸子靜論意見’ 一條，注
其下曰：‘陸氏終近禪。’ 則是非之辨，亦未嘗不謹嚴矣。”

36)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惟顯然以佛語解經者，則斥入雜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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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7)라고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비록 그렇긴 하여도 사고관신들은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심학의 계

승자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즉, 「유가류소서」에서 “금계(金溪)와 요

강(姚江)의 유파는 역시 그 장점을 폐하지 않는다”38)고 하였으니, 요강(姚

江)은 왕수인을 지칭하고 금계(金溪)는 육구연을 가리키니, 이로부터 사

고관신들이 신중한 학문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명 

유종주(劉宗周)의 『성학종요(聖學宗要)』 제요에서는, “대개 ‘양지(良知)’의 

말류에 대해 그 고질적인 병폐를 매우 경계하였으므로, 평생 나아간 학문

은 모두 능히 왕학(王學)의 장점을 얻고 그 단점을 없앨 수 있었다. 마침내

는 대절(大節)이 환연하게 빛났으며 시종 결점이 없었으니 일대의 인륜의 

모범이 되었다. 비록 자양(紫陽)[주희]를 조종으로 삼고 금계(金溪)[육구

연]을 공격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만 문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종주를 

비난하지 못했다. 유학자가 입신하는 시작과 끝은 다만 그 인품에서 비롯

되는 것이지 다만 그 언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겠다.”39)라고 하

였다. 유종주의 초기 사상은 정주이학에 편중되어 있었으나，중년 이후로

는 양명지설(陽明之說)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여, “양지설(良知說)”, 왕문

(王門)의 “사구교(四句教)”의 내재적 모순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

하였고 왕학(王學) 말류의 선학(禪學) 경향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

였다. 유종주는 이학과 심학 및 역대 명유들의 학설을 깊이있게 연구하여 

37)  상동서, 488면, 『雙橋隨筆』 條，“雖自詡似乎太過，而所言皆崇禮教，斥異端，于
明末士大夫陽儒陰釋、空談性命之弊，尤爲言之深切，于人心風俗，頗有所裨。”

38)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金溪、姚江之派，亦不廢所長。”
39)  상동서, 486면, 『聖學宗要』 條，“蓋爲 ‘良知’ 末流深砭痼疾，故其平生造詣，能盡
得王學所長，而去其所短。卒之大節炳然，始終無玷，爲一代人倫之表。雖祖紫
陽而攻金溪者，亦斷不能以門戸之殊並詆宗周也。知儒者立身之本末，惟其人，
不惟其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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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고관신들은 유종주가 심학의 결점을 극복하

기 위해 노력한 점을 충분히 긍정하며 그의 깊이 있는 학문적 성과들을 칭

찬하였다. 

그 외에 청대 왕홍찬(王弘撰)의 『정학우견술(正學隅見述)』의 제요에서

는， “주자(周子)의 무극지설(無極之說)은 육구연이 앞에서 쟁론하였고 

주자의 격물지설(格物之說)은 왕수인이 후에 반대하니, 모든 유생들이 모

여 쟁송을 벌인 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다. 대저 주자를 존중하

는 사람은 모두 육구연과 왕수인을 배척하고, 육구연과 왕수인을 존중하

는 사람은 모두 주자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니, 지금까지 공평하게 시비

를 가늠하는 사람이 없었다. 왕홍찬(王弘撰)의 이 책은 격물지설(格物之

說)은 마땅히 주자의 주석이 옳고, 무극지설(無極之說)은 마땅히 육구연

의 변석이 옳다고 하였으니, 그의 논점이 비교적 공평하다.”40)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고관신들은 왕홍찬의 학술성과를 언급하면서 그가 비교적 공정

하게 이학과 심학의 학문의 장단점을 논평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요들은 『총목』이 한 권의 목록서와 해제서로서의 학술적 평가에 대해 매

우 공정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긴 하지만, 어떠한 제

요들은 역시 청대의 유학 풍조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면하기 

어렵다. 

40)  상동서, 488면, 『正學隅見述』 條，“是編以周子無極之說，陸九淵爭之于前，朱子
格物之說，王守仁軋之于後，諸儒聚訟，數百年而未休，大抵尊朱者則全斥陸、
王爲非；尊陸、王者則全斥朱子爲謬，迄無持是非之平者。弘撰此書，則以爲格
物之說，當以朱子所注爲是，無極之說，當以陸九淵所辨爲是。持論頗爲平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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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대 유학의 척도 제시

사고관신들은 유가류의 제요를 통하여 청대 유학의 모범과 척도를 제

시하였다. 바로 「유가류소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릇 유자(儒者)들

은 무리를 이루거나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대단한 논의가 없어도 부

끄러워하지 않고, 공허한 담론을 늘어놓지 않으며 등용되지도 않으니, 즉 

공맹의 도를 바르게 전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보이려 한 것”41)이 유가

류 서적들의 선별 기준이었다. 수록된 제요들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

고관신들이 반영하고 있는 유학의 표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관신들은 전통적인 유가의 도(道)를 존숭하고 전수하는 것을 중시하

였다. 예를 들어 송 유염(劉炎)의 『이언(邇言)』의 제요에서, “그 입언(立言)

이 순수하고 바르며 믿음직스럽고 내실이 있어, 인정에 부합하고 사리에 

가까우니, 물정과 달라 행할 수 없는 학설도 없고 역시 너무 엄격하게 고증

하거나 너무 고상한 논리도 없다”42)라고 하였으니, 사고관신들은 유염의 

학술이 실질에 부합하고 유가의 공맹의 도에 가까운 점을 칭찬하고 있다. 

또 명 장무(章懋)의 『풍산어록(楓山語錄)』에 대해서는, “그 학술과 정치는 

비록 누구나 익숙하게 보았던 이론이지만, 분명하고 순수하고 바른 점을 

보면 역시 유학자의 언사라고 하겠다”43)라고 하여, 장무(章懋)의 학술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독창성에 있다기보다는 공맹의 도를 바르게 

41)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凡以風示儒者無植黨，無近名，無大言而不慚，無
空談而鮮用，則庶幾孔孟之正傳矣。”

42)  상동서, 480면, 『邇言』 條, “其立言醇正篤實，而切於人情，近於事理，無迂闊難行
之說，亦無刻核過高之論。” 

43)  상동서, 484면, 『楓山語錄』 “其學術、政治，雖人人習見之理，而明白醇正，不失
爲儒者之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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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사고관신들은 학술의 수준이 높고 성과가 참신하며 연구에 깊이

가 있는 서적들을 중시하였다. 청 육농기의 『삼어당잉언(三魚堂剩言)』의 

제요를 보면，“육농기는 주자의 학문을 전하고 있으니 국조(國朝)의 순

유(醇儒) 중에서도 제일간다. 이 책은 그 남은 실마리를 잇고 있으며, 더욱

이 명물(名物)의 훈고와 전장(典章) 제도와 법칙 등에 대해 일일이 정밀하

게 대조한 것이 이와 같다. 무릇 한주(漢注)와 당소(唐疏) 등은 강학자들

이 말하지 않는 바인데, 역시 모두 연구하고 탐색하여 이로부터 취한 것들

도 많다. …… 주자와 육구연의 이동(異同)에 대해서는, 모두 곡진하게 세

세히 설명하고 유사한 것들을 분석하면서도 언사가 온화하여 저절로 설

복된다”44)라고 하였다. 사고관신들은 육농기의 장점이 명물(名物)의 훈고

과 전장(典章) 제도와 법칙 등을 정교하게 대조한 것과 더불어 매우 정밀

하고 깊이 있게 주자를 분석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였다. 청대의 유학자들

은 이미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고 사고관신들 역시 청대의 유학이 한대 경

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정주이학의 오묘하고 깊은 이해를 겸비하여 유가

의 학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음을 자랑하고 있다. 청 강영(江永)의 『근사록

집주(近思錄集注)』 제요에서는, “대개 강영(江永)은 경학의 연구가 깊은데

다, 고의(古義)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전적을 깊이 파고 들

어갔다. 비록 이 책은 그 남은 여력으로 지은 것이지만 역시 체례를 갖추고 

있으니 공허한 담론으로 주자를 높이는 자들과는 다르다”45)고 하였다. 강

44)  상동서, 488면, 『三魚堂剩言』 條明，“隴其傳朱子之學，爲國朝醇儒第一。是書乃
其緖余，而於名物訓詁、典章度數，一一精核乃如此。凡漢注、唐疏爲講學諸家
所不道者，亦皆研思探索，多所取裁。 …… 其于朱、陸異同，非不委曲詳明，剖析
疑似，而詞氣和平，使人自領。” 

45)  상동서, 478면, 『近思錄集注』 條，“葢永邃于經學，究心古義，穿穴於典籍者深，
雖以餘力爲此書，亦具有體例，與空談尊朱者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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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江永)은 청대 초기의 저명한 고증학자이다. 이 제요는 그가 고증학의 

학문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적인 이학 서적을 정리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으

니, 이로부터 『총목』이 세상에 나올 때에 고증학의 학풍이 이미 풍미하고 

있던 것과 『총목』의 제요 중에도 고증학의 영향이 남겨져 있음을 볼 수 있

다. 

셋째, 사고관신들은 학자들의 인품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은 『총목』

에서 목록을 선정한 특징적인 기준 중의 하나로서, 소위 “사람을 논하고 

책을 논함[論人論書]”라고 불리는 것이다. 즉 내용이 훌륭한 책을 수록하

고 해설하며, 혹 학문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못하더라도 유학자로서 명망

을 얻은 사람의 저서를 수록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총목』

에는 내용이 훌륭하지 못한 저작이 포함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인품이 

좋지 못한 사람의 저작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비록 그렇다

고는 해도 사고관신들이 평론할 때는 종종 학자의 인품이 매우 중요하다

는 태도를 내비치곤 했다. 예를 들어 명 주기(周琦)의 『동계일담록(東溪日

談錄)』에 대해서 “주기(周琦)의 인품은 단정하고 강직하며 삼가고 후덕하

여 마을에서 존중을 받았다. 그 책 역시 염(濂), 락(洛)의 학설에 근거를 둔 

한 가지이며 내용이 순수하고 바르다라고 할 수 있다.”46)고 하였다. 여기서 

사고관신들은 주기의 인품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우며 또 그의 학문이 순

수하고 바르다는 것을 칭송하고 있다. 

사고관신들의 비평은 대부분 정주이학 이외의 학술 경향을 배척하는 태

도를 드러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술의 순수성과 정

통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사고관신들은 자연스럽게 표면적으로 정주이

학에 의존하면서도 기실 다른 학술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경시하였다. 

46)  상동서, 484면, 『東溪日談錄』 “琦爲人以端直謹厚見重郷裏。其書亦一本濂、洛之
說，不失醇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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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의 대부분의 이학 저서들은 모두 정주이학의 지류에 지나지 않거나 

혹은 정주(程朱)를 빌려서 사사로운 의견을 천명하고 피력한 것들이었다. 

『총목』은 유학의 분기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청대 유가사

상의 척도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기도 했다. 청 강희제가 직접 편정한 『어찬

주자전서(御纂朱子全書)』의 제요에서는, “유학자들은 널리 지식을 갖추

고자 애쓰며 힘써 주자의 이름을 믿기만 할 뿐, 마침내는 그 바름을 구하지 

않고 그 말류가 됨을 따지지 않아 종종 한 마디 말을 붙들고 『육경(六經)』

처럼 받드니，주자의 본뜻이 도리어 주자를 존숭한다는 사람들에 의해 흐

려질 따름이다. …… 그런즉 주자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 시비

를 따지지 않고 명성을 따라 영합할 뿐이니 이것이 어찌 주자의 뜻이겠는

가！”47)라고 개탄하였으니, 이는 사고관신들이 주자를 추숭하는 이학가

들이 “명성을 따라 영합하고[隨聲附和]” 주자의 본의를 잊는 정황을 적극

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송 황진(黃震)의 『황씨일초(黃氏日

抄)』의 제요를 보면, “다른 학문들이 경의(經義)를 해설하는 것을 보면, 혹

은 제가(諸家)를 인용하여 주자의 학설을 돕고자 하고, 혹은 주자를 버리

고 제가의 학설을 취하니 역시 문호의 사사로운 견해를 고집하지 않았다. 

대개 황진이 주자를 학습한 방법은 일면 주자가 정자(程子)에게서 배운 것

과 같아서 반복하여 설명을 베풀며 옳은 것을 힘써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심중에 깨달음도 없이 헛되이 명성을 빌리려는 자가 아니다”48)라고 하였

다. 사고관신들은 정통의 정주이학을 전념하여 학습하며 정주이학의 정수

47)  상동서, 487면, 『御纂朱子全書』 條，“儒者務博，篤信朱子之名，遂不求其端，不
訊其末，往往執其一語，奉若 『六經』，而朱子之本旨轉爲尊朱子者所淆，…… 然
則讀朱子之書者，不問其眞贋是非，隨聲附和，又豈朱子之意乎哉！”

48)  상동서, 481면, 『黃氏日抄』 條，“其他解說經義，或引諸家以翼朱子，或舍走者而
取諸家，亦不堅持門戸之見。葢震之學朱，一如朱之學程，反復發明，務求其
是，非中無所得而徒假借聲價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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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득할 수 있었던 황진의 학술 활동을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역

시 「유가류소서」에서도 보이니, “문호의 명성에 기대고, 도를 지키려 한다

고 빙자하는 자들은 단지 서명만 목록으로 두었다.”49)는 평가가 그러하다. 

둘째, 사고관신들은 유가가 문호를 세우로 서로 논쟁하며 싸우는 것에 

반대하였는데, 왜냐하면 사고관신들은 문호간의 분쟁이 공맹의 도를 전

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가류4안어(儒家類

四按語)」에서는 “그러니 유학가의 우환은 문호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크다. 

후인들이 논쟁을 정하여 공평하게 타협하려고 하여도 예전처럼 문호로서 

제한을 두니, 이것은 천하를 이끌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일 뿐이지 학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목록을 남겨둔 것은 다만 시대의 선후를 순서

로 삼았고 그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따지지 않았으니, 그 책이 공맹의 

뜻을 잃지 않았기만을 원하였을 따름이다. 각자 자신의 소종(小宗)을 존

숭하여 따르며 대종(大宗)은 방치하여 묻지도 않으니 어떻게 학문의 본원

을 알 수 있겠는가！”50)라고 설파하였다. 여기서 사고관신은 문파 간의 논

쟁의 폐해는 공맹(孔孟)과 정주(程朱)의 학문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

이라고 질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관신들은 문호의 논쟁 가운데서 매

몰된 학자들의 저술과 장점을 논평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송 유창(劉敞)의 『공시선생제자기(公是先生弟子記)』의 제요에

서는, “견해가 매우 바르다. 오직 혼자 남은 경전들을 끌어안고 명예에는 

담담하였으며 이(伊), 락(洛)의 여러 사람들과 뜻을 함께 하며 어울린 바가 

49) 상동서, 471면, 「儒家類小序」, “而依附門牆，藉詞衛道者，則僅存其目。” 

50)  상동서, 489면, 「儒家類四按語」，“然儒者之患莫大於門戸。後人論定在協其平，
圻仍以門戸限之，是率天下而鬥也，于學問何有焉！今所存錄，但以時代先後爲
序，不問其源出某某，要求其不失孔孟它旨而已。各尊一繼禰之小宗，而置大宗
於不問，是惡識學問之本原哉！”



436 _ 東亞文化 第 50 輯

없었다. 그러므로 강학자(講學者)들이 그를 이당(異黨)으로 보았으며, 제

압하고 칭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은 원풍(元豐), 희녕(熙甯) 간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던 순유(醇儒)이다”51)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요들은 여

조겸(呂祖謙)과 유창(劉敞)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림으로써 사고관신들

이 문호 간의 경쟁을 경계하였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5. 나오는 말

유가는 중국 전통문화의 주류로서 중국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

을 미쳤다. 한대(漢代) 이래 전통문화의 형성은 유가가 위주가 되었으며 

유가는 각 시대의 흐름과 함께 여러 사상과 충돌, 융합하며 심화되고 변용

되기도 하였다. 유가의 발전사에서 공자는 유가학파의 창시자로서 유가

의 기본 이론과 원칙 등을 수립하였고，동중서(董仲舒)는 유학을 발전시

켜 국교로 확립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경학이 크게 발달하면서 중국의 학술사에서는 경학이 주류가 되었다. 사

고관신들은 자부 유가류를 세우고 비록 전통적인 경학에 포함되지는 못

하였으나 공맹의 정도에 근접한 서적들을 선별하여 유가류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유가 역시 명도치세(明道治世)의 작용을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중

요한 논지로 삼아 『총목』의 자부(子部)에 포함시켜 두었다. 

『총목』의 자부 유가류의 제요는 기본적으로 정주이학의 가치를 인정하

고 이학 사상을 위주로 유학의 기강을 수립하는 동시에 송대 이후의 유가

51)  상동서, 476면, 『公是先生弟子記』 條，“所見甚正，徒以獨抱遺經，淡於聲譽，未
與伊、洛諸人傾意周旋，故講學家視爲異黨，抑之不稱耳。實則元豐、熙甯間，
卓然一醇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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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변화와 착종 현상을 개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적의 제요

들을 통하여 사고관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가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전파시키는 활동이 은연중에 일어났으니, 또한 『총목』 자부의 

유가류가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학술사상과 연구방법론이 청초의 학술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청초의 학술 

동향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고증학의 학풍이 점차 풍미하는 가운데, 통치자

가 정주이학을 존중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순치제(順治帝)가 명하여 편찬한 『어정내칙연의(御定內則衍義)』의 제

요에 의하면, “대개 집안을 바로 잡고 천하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천하가 

각각 그 집안을 바로 잡고 풍속을 순하고 아름답게 하면 백성과 만물들이 

태평해진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치세할 때 반드시 내정(內政)을 근본

으로 삼았다. 이 책은 왕께서 계획하셨고 또 감수하셨으니, 인륜의 시작을 

바르게 함으로써 풍화의 근원을 파악하고, 경의(經義)를 통하게 하여 따

라야 할 바를 알게 하였고, 역사와 문장으로 인증함으로써 지키고 경계할 

바가 있게 하였으니, 이로써 내전(內殿)의 교육을 바르게 닦고 영원한 모

범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니, 풍경(豐京)과 호경(鎬京)의 기초를 닦았던 (周

의) 정치에 비해 더함이 있을 뿐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52)라고 하였다. 여

기에서 사고관신들은 선왕의 치세지법(治世之法)이 유가의 정치 이론과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려 『어정내칙연의』의 가치와 의의를 증

명하였다. 또 청세조(清世祖) 장황제(章皇帝)가 명을 내려 편찬한 『어정자

정요람(御定資政要覽)』의 제요에는, “세조장황제(世祖章皇帝)[순치제]께

52)  상동서, 487면, 『御定內則衍義』 條，“蓋正其家而天下正，天下各正其家而風俗淳
美，民物泰平。故先王治世，必以內政爲本也。此編出自聖裁，並經慈鑒，端人倫
之始，以握風化之原，疏通經義，使知所遵循，引證史文，使有所法戒，用以修明

閫教，永著典型，以視豐、鎬開基之治，有過之無不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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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夏)와 은(殷)의 예를 살피시고 승국(勝國)이 패망하게 된 이유를 깊

이 깨달았으므로, 간곡하게 권고하는 뜻을 담아 이 책을 손수 편찬하였으

니, 조정의 관료들과 출사하지 않은 선비들이 모두 그 간곡한 권계를 깨달

아 함께 태평성시를 누리고자 하였다”53)라고 설명하였다. 사고관신들은 

황제가 직접 편찬한 서적을 자부 유가류에 수록하였으며 이로부터 청초 

통치자들이 유가를 중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1644년에 만청(滿清)이 중국에 들어와 왕조를 세운 후，청초의 통치자

들은 봉건통치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 방면에서 일련

의 유효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또한 문화교육을 치국의 근본적인 방안으

로 삼아 “경학을 표방하여 드러내고，선유를 존중하며[表章經學，尊重儒

先]”, “공맹(孔孟)과 정주(程朱)의 도와 교훈으로서 더욱 연마하는[以孔孟

程朱之道訓迪磨厲]” 문화정책을 사용하였다. 순치 원년(1644), 순치제가 

입관(入關)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공자의 65대손 공윤식(孔允植)을 연

성공(衍聖公)”에 봉하였고, 순치 2년(1645)에는 국자감(國子監)의 공자 신

위(神位)를 “대성지성문선선사공자(大成至聖文宣先師孔子)”라고 바꾸어 

주었다. 강희제가 즉위한 후, 친히 곡부(曲阜)에 가서 공묘(孔廟)에 참배하

고 삼궤구고수(三跪九叩首)의 예를 올렸으며, 공자의 선세(先世)에게 작

위를 봉하여 존경을 표하였다. 이렇게 공자를 존숭하는 동시에 또한 정주

(程朱)를 공자와 유학의 정통성을 잇는 학자들로 세움으로써 정주이학을 

크게 선양하였다.54) 사고관신들은 통치자의 계획 하에 『총목』을 편수하였

고 편수관이 작성한 제요는 총찬관과 총재를 거치며 수정되고 마지막에 

황제가 열람하였다. 그러므로 『총목』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청초 문화정책

53)  상동서, 486면, 『御定資政要覽』 條，“世祖章皇帝監夏監殷，深知勝國之所以敗，
故丁寧誥誡，親著是書，俾朝野咸知所激勸，而共躋太平。”

54) 苗潤田，『中國儒學史·明清卷』 廣東：廣東教育出版社 1998, 8-9,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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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총목』 자부 유가류의 제요에 반영되어 있는 사고관신들의 

학술 연구방법론은 청대의 학술문화 동향과 더불어 청조의 문화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청조는 왕조가 세워진 후, 봉건 통치를 강화하기 위

해 정주이학을 받들어 “정학(正學)”으로 세웠으며, 봉건 통치의 정통 사상

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건륭 연간에 편수된 『총목』 역시 청 왕조가 지지하

는 유학 사상을 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정주이학이 유학의 종주가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였다. 비록 『총목』이 “양한억송(揚漢抑宋)”, 즉 한학을 숭상

하고 송학을 부정하는 고증학의 학풍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지만, 경학을 

제외한 유가류에서 종주가 되는 것은 역시 정주이학임을 인정한 셈이다. 

그리하여 『총목』 자부 유가류의 유가 사상은, 청초의 유가 사상이 정주

이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궁극적 목적은 유가의 변화 발전을 정리하고 그로부

터 청대 유학의 정통성과 청조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 있었다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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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提要

《四庫全書總目》 是清代大型官修解題書目，是 《四庫全書》 的副産品，

即 《四庫全書》 纂修者在校閱各書時，分撰內容提要，最後有總纂官紀的

增刪厘定，總結其成。《總目》 是建立在對各個學問發展演變的總體把握
上，從許多有關文獻典籍的具體內容中抽象概括出來的。我們爲了瞭解 

《總目》, 必需先把握 《總目》 的分類體系, 幷心得體會其體系所表露的學術

思想。因此本稿選擇 《總目》 子部儒家類進行剖析, 以便探究將來深入硏

究 《總目》 的線索。《總目》 儒家類 在 《總目》 中儒家類（除存目外）共有題解

112條。分析子部儒家類這一百多部書籍的提要, 可見這些提要反映着四

庫全書館的儒學思想以及學術硏究方法. 其具體型式表現如下: 第一, 言明

儒家流派的創始, 幷辨明儒家學術所宗; 第二, 論述宋明淸儒家思想的繼承

與發展; 第三, 比較儒家流派之間的學術異同, 幷評論優劣得失。總而言之, 

《總目》 子部儒家類的儒家思想深刻地受到了清初學術思想的影響, 傾向

于支持程朱理學, 從中大大弘揚正統儒家的倫理道德精神以及淸代儒學思

想, 以便鞏固淸代統治的權威性。

關鍵詞: 四庫全書總目, 四庫全書館, 儒家類, 程朱理學, 淸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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