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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인보, 1955, 『담원국한산고』, 문교사, p. 71.

Ⅰ. 들어가는 말

1930년대 다산 정약용의 문집인 『여유당전서』를 활자로 간행하던 무렵에 위당 정

인보는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세상에 알리고 또 그를 현양하려는 사업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1936년 6월, 정인보는 ‘동아일보’에 「다산선생의 일생」이라는 장문의 글

을 발표하였다. 그 글은 뒷날 『담원국학산고』라는 책에 실려서 간행되었다. “조선근

고(朝鮮近古)의 학술사를 종계(綜系)하여 보면 반계(磻溪 : 유형원, 1622〜1673)가 

일조(一祖)요, 성호(星湖 : 이익, 1681〜1763)가 이조(二祖)요, 다산(茶山 : 정약용, 

1762〜1836)이 삼조(三祖)인데, 그 중에서도 정박(精博)하고 명절(明切)함은 당연히 

다산에로 더 미룰 것이니 이는 다산이 반계나 성호보다 더 나음이 아니라 개창(開創)

으로 개확(開擴)에까지 그 간고(艱苦)야 물론 도극(到極)이 아님이 아니로되 전인(前

人)의 개창한 뒤에 나서 널리 관찰하고 간결하게 취하고, 가닥을 가려 정밀하게 골라

낸 공(功)을 다한 사람이 그 집성(集成)의 아름다움을 향유함이 또한 이상하게 여기

지 않아도 될 것이다.”1) 라고 말하였다. 

위의 글을 풀어서 정리해보면, 조선 후기의 학술사를 종합하여 계통을 따져 보면 

반계·성호·다산 세 분이 큰 학자로 가장 뒤에 태어나 먼저 학문을 열어서 창립해놓

은 반계나, 반계를 이어 받아 널리 확충하느라 온갖 고난을 겪은 성호의 공이 지극함

에 이른 정도이지만, 그런 업적을 이어받아 함께 모아 크게 이룩한 다산의 성과가 가

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한 정인보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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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다면, 반계·성호의 실학사상과 국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수용한 다산은, 성

호와 자신의 중간 세대로 북학주의를 주창한 담헌 홍대용, 연암 박지원(1737-1805) 

초정 박제가 등의 북학사상까지를 종합하여 ‘다산학’으로 완성해냈다고 여기게 된다. 

다산은 연암을 대선배로 여겼지만, 동시대에 살면서 직접 상면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연암의 저서를 다산이 많이 읽었던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며, 박제가와는 

종두법을 공동으로 연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니, 『북학의』 같은 저서는 익히 읽

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Ⅱ. 율곡 이이와 반계 유형원

율곡 이이(李珥, 1536〜1584)나 유형원·이익·정약용의 본질은 모두 유학자였으

며, 그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공맹(孔孟)의 철학과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학문을 이루

고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일했던 학자들이었다. 공자의 주장에 따르면 유학은 크게 

나누어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위인지학(爲人之學)’으로(논어 : 헌문(憲問)편)설명하

였다. 말을 바꾸면 위기지학은 ‘수기(修己)의 학문’에 해당되고 위인지학은 ‘치인(治

人)의 학문’에 해당된다. 유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에는 위기지학은 본(本)이 되고, 

위인지학은 말(末)이 되어 유학의 목표는 본말이 구비되어야만 전덕(全德)을 갖추워 

학문과 사공(事功)이 완성된다고 여겼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기는 경학(經學)

을 통한 마음 공부이고, 치인은 세상 공부를 통해 경국제민(經國濟民)의 경륜을 키우

는 일이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240여 권의 경학에 관한 저서는 수기(修己)를 위한 자료이

고, 일표이서(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는 천하국가를 위해서 저술하였으니, 

본말이 갖춰진 학문”[六經四書 以之修己 一表二書 以之爲天下國家 所以備本末也 : 

자찬묘지명]이라고 자신의 학문에 대하여 스스로 평하였다. 이렇게 보면 모든 유학자

들은 기본적으로 본말을 갖춘, 수기의 학문인 심성공부와 치인의 학문인 경세학(經世

學)을 두루 익혀야만 기본에 충실한 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문이란 시대

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본을 더 숭상하는 학자들이 많을 때

가 있고, 또 어떤 시대에는 말인 경세학에 더 역점을 두는 학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임진왜란(1594)과 병자호란(1636)이라는 국란을 겪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국란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판이하게 달랐다. 두 번의 국란 이전에는 대체로 성리학(性理

學)이라는 학문을 국가적 학문으로 여기고, 몇몇 소수의 학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성리학 연구에 생애를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 반계·성호·다산이라

는 조선 삼조(三祖) 학자들은 양란이후에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는 학문에 역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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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실학자라는 명예적인 호칭을 얻을 수 있었다. 

임진·병자 두 병란이후의 실학자들의 출현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인데, 이들 실학자 

출현이전에 성리학에 기본을 두면서도 조선 건국 200년이 지난 그때, 이미 나라는 

‘토붕와해(土崩瓦解)’의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조선의 문물제도를 뜯어고쳐 ‘경장(更

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학자가 바로 율곡(栗谷) 이이(李珥)였다. 물론 율곡이 

살아가던 시대야, 두 병란을 겪기 이전의 시대여서, 병란 이후처럼 절박한 상황은 아

니었지만, 선견지명이 뛰어난 율곡의 판단으로는 나라를 그대로 두면 망할 정도의 위

기라는 분명한 인식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한영우 교수에 의해 저작된 『율곡 이이 평전』에 의하면, 율곡은 퇴계 이황

과 쌍벽의 훌륭한 성리학자이면서, 경세학에 가장 밝은 경세가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아낼 수 있다.『율곡전서』에 수록된 수많은 상소(上疏), 만언봉사(萬言封事), 『동호문

답(東湖問答)』,『성학집요(聖學輯要)』등의 저술에서 나라를 경장하자는 간절한 주장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었다. 당시 율곡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급의 학자로 모두의 

숭앙을 받던 우계 성혼(成渾, 1535〜1598)은 율곡이 두 번 째로 선조임금에게 올린 

「만언봉사」를 읽어보고 “참으로 곧은 말로 극진하게 간(諫)한 경국제세(經國濟世)의 

글”이라고 격찬했다.2) 라는 대목으로도 생전에 벌써 경국제세를 할 수 있는 경세가라

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으니 다른 말이 필요치 않다. 1950년에 간행한 『국역 율곡전

서 정선』에 실린 역사학자 이병도의 「율곡선생론」이라는 논문에서도 율곡의 경세가로

서의 사상과 철학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에서 최고의 경세가이자 경세학자로서 최초로 실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세워 실학사상의 제1조(第一祖)로 여기는 반계 유형원의 학문과 사상은 어떤 

정도였으며, 율곡의 경세론(經世論)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반

계의 대표적인 저서는 당연히 『반계수록』이다. 반계는 52세로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인 49세인 1670년에야 26권 13책의 『반계수록』을 완성했다. 

책이 완성되고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진리가 어떻게 오래도록 묻힐 수가 있겠는가. 마침내 그 책은 안목이 높은 큰 

학자들의 눈에 띄면서 점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파로는 남인이던 반계와는 

다른 당파인 소론의 종장(宗匠)이던 명재 윤증(尹拯, 1629〜1714)이 그 책을 읽게 된

다. 반계가 타계한 뒤 38년째이던 1711년, 반계보다 7년 연하의 후배이던 83세의 노

인 윤증은 『반계수록』을 탐독하고는, 책의 내용에 탄복하여 바로 발문이라는 이름으

로 책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2) 한영우, 2013, 『율곡 이이 평전』, 민음사,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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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이라는 책은 고(故) 처사 유형원군이 지은 책이다. 그 글을 읽어보면 그 규

모의 큼과 재식(才識)의 높음을 알아낼 수 있다.… 세상을 경륜할 업무에 뜻이 있는 

사람이 채택하여 실행할 수만 있다면 그대가 저술했던 공로는 그때에야 제대로 나타

날 것이다.”라고 평하여 ‘유의어세무자(有意於世務者)’ 즉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 힘쓰

려는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세(經世)를 위한 저술이라는 평가를 

내렸었다.(명제유고(明齊遺稿) 권(卷) 삼십이(三十二) 「발수록(跋隨錄)」) 명재의 제자 

양득중(梁得中,1665〜1742)은 승지(承旨) 벼슬에 있으며 자신의 스승 집에서 『반계수

록』을 보고 읽어보았는데, 너무나 뛰어난 경세서(經世書)이니, 나라에서 공간하여 나

라 다스리는 일에 보탬이 되게 하라는 상소를 영조 임금에게 올렸다. 그런 결과 마침

내 반계가 타계한 97년째인 1770년에 『반계수록』은 국가의 힘으로 간행될 수 있었다. 

책의 간행이전에도 유형원에 대한 현양사업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1737년에는 

약산(藥山) 오광운(吳光運, 1689〜1745)은 반계수록의 서문을 짓고, 「반계행장」이라

는 반계의 일대기를 저술하였다. 1746년에는 홍계희(洪啓禧,1703〜1771)가 「반계선

생전」을 지어 그의 삶과 학문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오광운은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

한 나라를 위해서 설계한 책이었지만, 그 범위가 넓고 커서 실제로는 천하 만세에 유

용한 책이다.”(약산만고)라고 표현하여 천하를 경륜할 경세서임을 놓치지 않고 언급

하였다.

이러한 경세가 유형원에 대하여는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도 당대에 세상

을 건질 대표적인 경세가로 반계를 거론했던 점으로 보아도, 비록 세상을 떠난 뒤이

기는 하지만, 조야에서 반계야말로 시대를 구하고 세상을 건질 탁월한 경세가로 지목

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어떤 학자보다도 가장 충실한 반계 학문의 

후계자는 성호 이익이었다.『반계수록』의 서문을 짓고,「반계유선생전」,『반계유선생유

집』의 서문을 지은 성호는 평생 동안 가장 존숭하고 사숙했던 학자가 바로 반계였다. 

성호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당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으로 

조선의 역사 이래 두 사람을 꼽는다면 율곡 이이와 반계 유형원이라고 확언하였다.3)

1536년에 태어난 율곡과 1622년에 태어난 반계와는 1세기에 가까운 86년간의 차

이가 있다. 더구나 율곡은 임진·병자의 국란을 겪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반계는 두 

국란을 몸소 겪으면서 난세를 살아간 처지였다. 비록 율곡의 사상이나 철학이 실학사

상이나 철학에 완전히 부합한다고는 말할 수 없도록, 시대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율곡의 경세철학에는 실학사상의 발원적 요소를 충분히 안고 있었다. 율곡과 

반계의 학문적 연결 관계나 사상의 전수를 살펴보면 그 관계는 분명히 밝혀진다.  

3) 이익, 「논경장(論更張)」 , 『성호전집(星湖全集)』 卷 四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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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호의 「논경장(論更張)」이라는 논문 

“법에 폐단이 있으면 개혁하는 것은 사세(事勢)가 그러해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옛

날의 법을 허물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당하게 버티는 것이 낫다고 여긴

다. 그래서 당장의 안일을 즐기는 것이 상책(上策)이라 여긴다. 근세에 이율곡은 경

장에 대한 많은 주장을 폈는데, 당시의 논자들은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그의 주장을 고찰해보면 명쾌하고 절실한 것이어서 10가지 주장에서 8〜9개의 주장

은 실행할 수 있는 주장이다. 대체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때에 맞춰 힘

써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識務]으로는 율곡이 가장 으뜸이었다. 애석한 

일은 오늘에 율곡을 존경함에는 사람만 존경할 뿐이지 그분의 옳은 주장인 실질(實

質)은 숭상하지 않고 있음이다. 때문에 나라의 폐단을 고칠 수 있는 그의 이론이 매

몰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일이다. 율곡의 경장이론으로 가장 큰 것은 공안(貢案)

을 고치는 일에 있었는데, 뒷날 대동법(大同法)으로 나타나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도 

율곡의 이론을 완전히 받아드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조금의 혜택 밖에 

얻지 못하게 했음은 그것도 아쉬운 일이다. 반계 유형원에 이르러서는 더 큰 개혁을 

주장하였다. 온갖 나라의 폐단을 한 번에 씻어버리고 옛날의 제도로 돌아가 반드시 

농사짓는 토지를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의 뜻이야 좋았지만 끝내 

시행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그 문제야 두고라도 그 밖의 여러 개혁하자는 계획들

은 당시로서는 딱 들어맞는 이론이었다. 비록 그것들도 당시에 시행이야 되지 않았지

만, 뒷날에는 반드시 법으로 정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계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될 것이다. 

반계가 주장한 말은 대부분 율곡의 주장과 합치된다. 우선 한두 가지만 들어보면, 

긴요하지 않은 벼슬[宂官]은 없애고, 벼슬의 임기를 오래 보장해주고, 사람을 등용하

는 데는 먼저 그 사람의 덕행(德行)을 살펴야 하며, 신분 차별의 폐단은 없애야 한다

고 했다. 작은 군(郡)들은 통폐합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노비는 아버지 신분을 따르

는 점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한편의 성호 논문은 조선 실학사에서 그 학문적 염원이 어떤 관계에서 나왔나를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글의 하나이다. 성리학이 주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아 온 나라 

학자들이 정주(程朱)의 성리학에 온 마음을 기울이던 시대에, 율곡만은 그대로 있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는 경장만이 최고

의 방책이라고 주장했으니, 조선의 실학사상은 실제로 거기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알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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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반계와 성호

『반계수록』을 살펴보면 반계의 국가 개혁론이나 변혁사상이 성호의 주장대로 율곡

의 주장과 합치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1958년 동국문화사에서 간행한 『반

계수록』의 영인본에서 확인해보면, 그 책의 p.65에서 p.528에 이르기 무려 10개가 

넘는 곳에서 율곡의 주장을 인용하여 자신의 입론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된다.4) 

율곡의 경세의 이론이 반계에게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명확한 근거이다. 그렇

다면 성호는 또 반계의 이론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반계는 성호 집안의 외손인

데다 같은 당색인 남인으로 다른 어떤 학자보다도 더 존경과 사모의 뜻을 지녔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래서 성호는 「반계유선생유집서」라는 글에서 유형원은 『반계수

록』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동방이라는 나라(조선)에서는 지금 힘써야할 일을 제대

로 알고 있는[識務] 책으로는 최고”의 책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유형원 이전에는 율

곡이 식무(識務)의 최고라고 말하고는, 율곡 이후까지를 합해서는 반계가 최고의 책

을 저술했다는 것이니, 율곡의 경세사상과 철학을 확대 개편하여 조선의 최고의 책이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성호는 어떤 사상과 철학을 지닌 실학자였나를 알아

봐야 한다. 

율곡의 많은 상소문이나 저술을 읽어보면 그의 생각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주장이었다. 정인보는 일찍이 반계·성호·다산은 

모두 “이러다가는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실학자들이었다고 말

했다. 법이 오래되어 온갖 폐단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것을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나

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실학자들의 개혁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반계

의 개혁이론을 이어받아 그것을 확대하고 개편하여 실학자의 종장(宗匠)이 된 사람

이 성호였다. 성호에 대한 사상과 학문에 대한 평가는 성호의 슬하에 직접 학문을 익

힌 제자들이나 자질(子侄)들에 의하여 충분한 자료를 남겼다. 성호의 조카로 집안에

서 성호의 학문을 가장 깊숙하게 익힌 이병휴(李秉休 : 1710-1776)는 「가장(家狀)」과 

『묘지명』을 지어 성호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내렸고, 제자 윤동규(尹東奎)는 이병휴

의 「가장」을 근거로 하여 「행장」을 지었는데, 대체로 빠짐없이 성호의 일생을 기술하

였다. 이런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호의 「묘갈명(墓碣銘)」을 지은 번암 채제공(蔡

濟恭, 1720〜1799)은 성호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내렸다. 

채제공 42세이던 1761년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경기도의 군현을 행부(行部 : 현장 

탐방)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성호는 81세의 노학자로 지금의 안산시 첨성리의 성호

4) 유형원, 1769, 『반계수록』 영인본, 대구 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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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星湖莊)에서 살고 있었다. 채제공이 성호를 지나는 길에 찾아뵈었다. 왜소한 가옥

의 방안에 앉아계신 성호는 비록 노인이지만 눈빛은 형연하게 밝아 인사를 올리려 했

더니 우선 공경의 마음부터 일어나는 기상이었다고 한다. 바로 관대한 마음으로 돌아

온 성호는 채제공을 반갑게 맞으며, 경전에 대한 담론을 펴고 고금의 역사를 논하면

서 매우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노라는 술회를 기록으로 채제공이 남겼다. 그런 

인연으로 성호가 세상을 떠난 뒤 36년째이던 1799년 전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채제공은 후손들의 부탁으로 성호의 「묘갈명」을 지어 그의 학문과 사상을 평가했다. 

“성호는 시문을 포함하여 찬집한 여러 책을 합하면 수백 권의 저서에 이른다. 사상의 

요체를 정리해보면, 학문은 화려한 외형은 버리고 무실(務實), 즉 실효성 있는 학문

에 힘썼으며, 예론(禮論)에 있어서는 사치스러움은 버리고 검소함만 따랐으며,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상류층의 재산을 덜어다가 하류층에게 더해준다[損上益下]는 내용

이었다.”[성호이선생묘갈명]

반계의 실학사상을 이어받은 성호의 실학사상임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반계가 

그의 논문 「정교(政敎)」라는 글에서 “천하를 다스리려면 공전(公田) 제도와 공거(公

擧)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헛된 일이 되고 만

다.”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공전제도를 통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고 공거제도를 통해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자는 정책인데, 성호와 다산으로 이어지는 실학자들의 사상과 

철학을 관통하는 경세논리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암기나 제술(製述) 위주의 과거제

도로는 절대로 바른 인재를 고를 수 없고, 사전(私田)제도가 계속되는 한, 빈부의 갈

등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던 학자들이었다. 그래서 성호는 조선사

회의 3대 폐단으로, 백세토록 선치(善治 : 잘하는 정치)는 없었다고 하면서 그 폐단

의 혁파를 간절히 원하였다. 첫째는 존군억신(尊君抑臣), 임금만 존대하고 신하는 억

누르는 제도이고, 둘째는 인재등용에 문벌만 숭상하여 신분제를 탈피하지 못함이며, 

셋째는 문사(文辞)로 과거시험을 치러 인재를 선출하는 일이니, 이거야말로 가장 나

쁜 제도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호의 이런 논리는 다산사상에 완벽하게 계승되고 

있었다.

Ⅴ. 성호의 경세론과 다산사상

성호가 일생동안 반계의 경세론에 숭상의 마음을 지니고 그의 사상과 뜻을 계승하

고 확장했던 일, 계지술사(繼志述事)에 평생을 바쳤다면, 다산 정약용이야말로 평생

토록 성호 이익의 경세철학을 숭앙하면서 그의 뜻을 잇고 확장해가면서 바친 일생이

었다. 다산의 연보인『사암선생연보』에 의하면, 다산은 15세에 결혼하여 서울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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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성호의 후학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아직 간행하지 못한 성호의 유저들을 필

사본으로 읽었는데 그때가 16세 때였다. 성호의 유저를 읽어본 다산은 곧바로 자신

의 결의를 표했다. “나도 성호와 같은 학자가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지니게 되었

다는 것이다. 1762년에 태어난 다산은 2세때인 1763년에 83세로 성호가 세상을 떠났

기 때문에 생전에 그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익힐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유저를 읽

으면서 그의 사상과 철학에 매료되었고,항상 말하기를“나의 큰 꿈의 대부분은 성호

선생을 사숙(私淑)하는 가운데서 나왔다”(사암선생연보)라고 말할 정도였다. 진사과

에 합격한 22세 때에는 안산에 있는 선산에 성묘차 찾아가는 길에 성호의 옛집을 찾

아가 흠모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시를 짓기로 했다.(과섬촌이선생구택(過剡村李先

生舊宅))

뒷날 다산은 성호선생의 화상에 찬사를 바치는 「성옹화상찬(星翁畵像讚)」이라는 글

을 바쳐 숭모의 뜻을 간절하게 서술하기도 했다. 마지막 구절에서, “누가 이분을 땅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억센 물결을 물리치고 공자의 학문 물줄기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술회를 통해, 공맹(孔孟)의 본질적 유학인 수사학(洙泗學)의 물줄기로 

돌려보낼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까지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세월

이 더 흐른 유배생활시절에는 흑산도에서 귀양 살던 중형 정약전에게 편지를 보내, 

“스스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지의 웅대함과 해와 달의 광명함을 알 수 있게 된 것

이 모두 성호선생의 힘이었습니다.”(상중씨(上仲氏), 1811. 겨울)라는 표현을 했는데, 

다산 형제나 후학들에게 성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실감나게 설명해주는 

내용이다. 성호의 경세학이 다산에게 완벽하게 전수되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나, 성호는 경학(經學)에 있어서도 주자의 성리학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주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을 더 확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세웠다. 다산은 바로 이런 성호

의 학문 태도에 영향을 받아, 성리학적 경전 해석에서 벗어나 실학적인 새로운 경학

체계를 세워, ‘다산학’을 이룩해낸 사실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사상계의 

큰 변화였었다.

다산은 평소에도 “내 학문의 큰 틀은 성호를 사숙(私淑)하는데 따라 깨달은 것이 많

았다.”라고 말했던 대로 성호가 체계화한 실학사상은 다산을 통해 집대성(集大成)되

기에 이른다. 수백 년 동안 철옹성에 갇힌 것처럼, 주자의 성리학 논리가 학문과 사

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그러한 관념의 세계에서 탈출하자는 논리는 그때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논리였다. 그런 논리는 몰민족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자아의 발견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을 지니자는 논리로 전개되었다. 성리학만이 학문이라

고 우겨대던 사회에서 실사구시적 실용론을 새롭게 폈던 학자들은 진보적인 학지들

임에 분명했다. 그들은 부패와 착취의 강고한 구체제를 개혁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

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자는 선구자의 대열에 섰던 사람

들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왕조에서 가장 진보적인 논리이자 대표적인 사유체계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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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은 성호를 거쳐 다산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민족의 지혜로 

자리 잡게 되었다.

   

Ⅵ. 율곡에서 다산으로 

1536년에 태어난 율곡 이이, 1762년에 태어난 다산 정약용이라는 226년의 길고 긴 

시간의 차이가 있다. 2세기 반에 가까운 세월의 차이가 있는데다, 율곡은 서인(西人)

에서 노론(老論)으로 이어지는 학통(學統)에서는 절대적인 지지와 찬양을 받는 학자

였으나, 남인(南人) 일부의 당파에서는 거의 질시에 가까울 정도로 거센 비판을 모면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조선후기의 사회와 사상계의 현상이었다. 그런 역사적 사실

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당색을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제하고 인민의 자유와 평등

을 추구하여 부국강병의 나라 만들기에만 온정신을 쏟았던 통이 큰 실학자였던 반계

나 성호는 전혀 그런 당론에 치우침 없이 율곡의 뛰어난 경세론이나 구국사상에는 절

대적인 동조를 보내고 있었다. 반계나 성호에 비하여 가족사적으로도 노론이나 반대

당으로부터 큰 피해가 없었고, 학문의 세계가 불편부당의 공정성에 기초했던 이유로 

다산에 이르면, 유선시사(唯善是師 : 누가 주장해도 옳고 바른 논리는 모범으로 여긴

다) 원칙에 입각하여 당론이나 당색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학설을 주장하였다. 특히 

다산의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생각으로 뒷날 남인편에만 서지 않고 노론학자

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토론을 한다는 이유로 남인들에게서 미움을 사는 지경에 이르

렀음은 매천 황현(黃玹)의 『매천야록』에 자세한 기술이 있다.

그러나 남인의 학자들인 반계·성호·다산과는 다르게 영남 일원의 성리학자들은 

퇴계만을 옹호하고 율곡은 절대 배척하여 사상계가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매우 복잡

한 상황이었다. 광복 후 『조선유학사』라는 저술을 통해 조선의 유학사를 정리한 현상

윤(玄相允)은 “영남의 학자들은 이러한 주리설(主理說)을 주장할 때에 그 동기가 주

로 율곡학파의 주장에 대항하여 퇴계의 학설을 옹호하려고 하는 당쟁의 감정에 있었

다.”5)라고 말했던 대로 철저하게 율곡의 학설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

대적 조류에 의하여 판단해보면, 개명한 몇몇의 실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

남 학자나 남인계의 정치인들은 퇴계옹호 율곡배척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비례하여 노론계에서도 율곡은 옹호하고 퇴계는 비판하는 경

우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5)  현상윤, 1949, 『조선유학사』, 민중서관,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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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경신대출척(1680)이후 노론과 소론이 집권하면서 오랫동안 낙척해

있던 당파가 남인이었다. 경신년 이후 백년이 훨씬 지난 1788년(정조 13)에야 정조

의 특명으로 우의정이라는 정승에 오른 사람이 바로 채제공이었다. 학자보다는 오랫

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채제공은 속 좁은 일반 남인들과는 달리 매우 도량이 넓은 

정치인이자 학자였지만,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당론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

다. 100년이 훨씬 지나 모처럼 태어난 남인계 정승, 그는 남인계 후배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정계 진출에 교량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인이던 다산 역시 그의 큰 

힘에 의지하여 그래도 벼슬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채제

공의 진보성향의 정책은 그 시대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

가 당인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채제공이 지은 「성호이선생묘갈명(星湖李先生墓碣銘)」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당론

이나 당색에 철저하게 충실했음을 역력히 알게 된다. 성호의 젊은 시절 학문하던 과

정을 설명하면서, “조금 자라서는 둘째 형님 이잠(李潛)을 따라 학문을 익혔고, 형님

이 화란에 걸려든 뒤에는 세상에 대한 뜻을 버리고 과거시험은 포기하고 셋째 형님 

옥동 이서(李漵)와 종부형(從父兄) 소은(素隱)공을 따라 노닐면서 감개한 마음으로 

도(道)를 구하려는 뜻을 지녔다. 형님들과 방 한 칸에 모여앉아 경전(經傳)과 정자·

주자·우리나라의 퇴계의 책을 읽으며 사색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성호는 중

국의 유교경전과 정자·주자의 책 이외는 퇴계의 책만 연구했다는 것이다. 퇴계를 옹

호하던 남인계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다. 

또 다른 한 대목이 있다. 성리학의 중심 내용인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기론(理氣

論)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주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을 발췌하여『사칠신편(四七

新編)』이라는 저서를 통해 퇴계의 학설에 날개를 달게 하였다.”라는 대목이다. 채제

공은 이런 논리를 부연해가면서 성호의 성리학 이론은 조선왕조에서는 유일하게 퇴

계의 학설만 따르고 퇴계의 논리만 옹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남인계 성리

학 학통을 설명하면서 성호학문의 소종래가 어디인가를 새롭게 밝힌 내용이 있다. 

“생각컨대, 우리의 도학(道學)에는 자연스럽게 통서(統緖)가 있는데, 퇴계는 우리 

조선의 공자였다. 그분이 도학을 한강 정구(鄭逑, 1543〜1620)에게 전해주고, 정구는 

그의 도학을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에게 전해주고, 성호선생은 미수 허목을 사

숙(私淑)한 사람인데 미수의 학문을 배워 퇴계의 학문에 접속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

었다. 채제공의 이런 주장은 근기(近畿)지방, 즉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대의 남인 

학자들의 도학에 대한 학통을 연결하기 위한 견해 중의 하나였다. 남인계 학자는 근

기 지방에는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영남지방에서 세거하던 학자들인데, 일부 근기

지방의 학자들도 남인의 학통인 퇴계와의 연결을 위해서 주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전제와 조건이 따른다. 유학자들이 추구하던 수기와 

치인의 학문에서 수기의 학문인 경학이나 성리학 이론으로 보면 긍정할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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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강 정구가 퇴계의 도학을 잇고, 미수 허목이 정구의 도학을 이어 사숙제자

인 성호 이익에게 도학을 전해주었던 것을 사실로 여길 수 있다.그러나 이미 정인보

의 주장에서 보여준 대로 조선 후기 학계에서는 성리학이나 도학의 학통만으로는 정

리할 수 없는 새로운 학통도(學統圖)를 그려야 하게 되었다.위암 장지연의 『조선유교

연원(朝鮮儒敎淵源)』에서 유학자들을 분류하면서, 유학에 경제학(經濟學)을 겸한 별

도의 한 학파가 나타났다면서 인조 때의 반계 유형원이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뒷날 현상윤도 그의 저서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에서 「경제학파의 세력과 그 대표

자」라는 항목을 두고 그 선구자는 잠곡 김육이지만 반계 유형원이 그 시조라고 분명

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유형원 이후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여헌 신경준,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담헌 홍대용, 초정 박제가, 존재 위백규, 추사 김정희까지를 거

론하였다. 이런 학술사의 기술로 본다면 조선 후기의 경제학파이자 실학파인 학자들

의 연원이나 학통을 미수 허목과 성호 이익의 사숙의 도학 학통을 바로 실학파의 학

통으로 연결하기는 무리한 주장으로 여기게 된다. 더욱 논리의 비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은 성호가 미수의 학문을 도학에서는 사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성호는 미수

보다는 훨씬 더 반계의 경세론과 경제학을 숭앙하면서 그를 더 돈돈히 사숙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수만 사숙하고 반계의 학통이 사라져버린 성호의 학통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점에서 성리학상으로 보면 그런 학통의 연결이 가능하다 해도 경세학이 주

류를 이루는 실학사상으로 성호의 학문이 퇴계의 학문과 접속되고 있다는 점에는 수

긍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반계·성호·다산의 실학사상의 학맥은 이제는 

변경할 수 없는 명확한 체계다. 그렇다면 채제공의 주장처럼 반계 대신 미수가 성호

의 사숙 스승이라면, 반계의 학문적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계의 경세논리에 그

렇게도 찬탄하면서 생애의 사숙 스승으로 여겼던 반계가 성호의 학통에서 빠지는 일

은 너무나 큰 문제다. 남인들의 학통논리에 너무 치우친 채제공의 주장을 근거로 하

여, 성호나 다산까지도 퇴계의 학통에 연결되어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는 주장은 이

제는 새롭게 재정리해야할 때가 되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상윤의 주장에 따

르더라도 실학파는 당색을 떠나 시대가 안고 있던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던 유학자들

의 일파여서 남인들의 학통만이 아니라 여러 당파에 속한 학자들이 참여하였음을 기

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다산 정약용의 학문 연원을 살피면서 퇴계와 다산보다는 율곡과 다산의 학문

적 연원이 훨씬 근접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가 살폈던 대로 율곡은 임진

왜란 이전부터 나라가 병들어 10년 이내에 토붕와해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혹자는 율곡은 임진왜란을 예견한 선견지명이 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율곡의 켓치프레이즈였던 ‘경장’이란 폐정(弊政)을 개혁하자는 논리

였는데, 조종(祖宗)의 구법을 함부로 손 댈 수 없다면서 임금은 율곡의 주장을 실천



율곡(栗谷)의 학문(學問)과 다산(茶山)의 실학사상(實學思想)까지 17

에 옮기지 못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산이야말로 국가를 통째로 개혁하

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고 강력히 주장한 개혁적인 경세가였다.『경세유

표』의 서문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책의 저작 목적으

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 즉 오래된 조국을 통째로 개혁하려는 목적에서 그 책을 

저작했노라고 주장하였다. 반계와 성호의 사상까지를 이어받아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은 조선 최고의 개혁사상가이자 경국제민에 뛰어난 이론을 지녔던 실학자였다. 

율곡의 나라를 경장하는 목표에는 조선을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 백성들이 편하

게 살기를 기대하였다. 그래서 그는 「경제사(經濟司)」라는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

한 새로운 정부기구 설치를 임금에게 건의하였다.(經筵日記) 다산이 『경세유표(經世

遺表)』에서 「이용감(利用監)」이라는 새로운 정부 기구를 신설하자는 논리와 큰 차이가 

없다.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국내에서 기술의 개발을 책임질 부서가 설치되어야

만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던 때문이다.

성호는 율곡의 공안(貢案)에 대한 경장이론을 김육이 대동법으로 약간 실행하였다

고 하였으며, 한영우 교수의 평전에도 그렇게 기술했다. “율곡이 경장의 핵심으로 제

기한 공물 문제는 대동법으로 실현되고, 균역 문제는 균역법(均役法)으로 실현되고, 

서얼 허통이나 노비 속량 문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조 전랑의 인사권도 

영조대에 혁파되었다.”6)라는 내용으로 보면 실학자들의 개혁 대상은 율곡의 경장 대

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도 쉽게 알게 된다. 감사나 수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임기가 

보장 되어야 한다는 율곡의 주장은 다산의 주장과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다산은 저서의 여러 곳에서 퇴계 이황의 학문과 철학사상에 극도로 존숭의 뜻을 밝

히고 있다. 남인들은 대체로 퇴계만이 ‘해동부자(海東夫子 : 조선의 공자)’로 여겼으

며 노론들은 율곡을 ‘해동부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인이던 다산은 퇴계도 해동

부자이지만 율곡도 해동부자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율곡에 대한 다산의 언급을 

살펴보자. “선배로서 율곡과 같은 분은 일찍부터 어버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 어

려움을 참고 견디어 마침내 지극한 도(道)를 깨쳤다.”7)라고 말하여 율곡이 지도(至道)

에 이른 학자로 평가했다. “율곡 선생이 지은 『격몽요결』이라는 책의 예(例)를 바꾼 

것이다. 율곡은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해야 뜻을 세웠다고 했으며, 그 뜻을 세

워야 학문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8)라는 다산의 말을 종합하면 다산은 『율곡집』이나 

『격몽요결』같은 책을 깊숙이 읽어서 율곡의 사상과 철학을 꿰뚫어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6) 한영우, 2013, 『율곡 이이 평전』, 민음사, pp. 328~329.

7) 정약용 저(著) ; 박석무 역(譯), 1985,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시인사, p. 68. 

8) 정약용 저(著) ; 박석무 역(譯), 앞의 책,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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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경(敬)을 통해 진리를 터득하려던 퇴계의 학문적 입장을 대단히 존숭하고 

사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된다. 다산이 금정도찰방으로 내침을 당해 한

가한 시간을 얻어, 퇴계집의 일부를 숙독하고 기록을 남긴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

이라는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퇴계의 마음씨와 학문의 자세에 대하여 숭앙하였나를 

바로 알게 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보면 사칠이기론(四七理氣論)이라는 

성리학설에서도 다산은 퇴계의 주장보다는 율곡의 주장과 합치되고 있다고 자신이 

설파하였다. 

1783년 22세의 다산은 진사과에 급제하여 임금을 처음으로 뵈었고, 성균관에 들어

가 경학공부와 과거공부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 다음해인 23세의 여름,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다산에게 임금의 과제가 떨어졌다. 임금이 직접 『중용(中庸)』이라는 경서에 

대하여 80여 조목의 질문에 다산에게 답변을 올리라는 명령이었다.(사암선생 연보에 

자세하다.)그런데 첫 번째의 질문이 바로 사칠 이기론에 대하여 답변하라 하고는, 퇴

계와 율곡의 논리가 어떻게 다르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답변하라고 하였다. 그

때 성균관의 동제(東齊)에는 남인계통의 생도들이 많아 대부분의 생도들이 퇴계의 

‘사단이발지설(四端理發之說)’이 옳다고 하였는데, 다산은 율곡의 ‘기발지설(氣發之

說)’이 곧바로 통하여 막힘이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율곡의 학설이 옳다고 주장했

었다.(「자찬묘지명」)

당시의 학문 풍토로나 학계의 사정으로는 엄청난 일을 일으킨 것이다. 남인이던 정

약용이 퇴계학설을 따르지 않고 율곡의 학설이 옳다고 주장한 사건은 절대로 예사로

운 일이 아니었다. 다산은 그런 정도로 소신이 강하던 학자였다. 아니나 다를까, 다

산이 답변서를 올린 뒤에 비방하는 말이 빗발치게 일어났다고 했다. 며칠 뒤에 임금

이 도승지 김상집(金尙集,1723〜?)에게 말하길, “정약용이 진술한 강의는 일반 세속

의 흐름을 벗어나 오직 마음으로 논리를 헤아렸으므로 견해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의 공정한 마음도 귀하게 여길 만하니, 마땅히 그 강의 답변을 첫째로 삼는다.”라고 

하고는, 다산을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성균관의 과시(課試)에서 곧장 임금

의 비점(批點)을 많이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산이 정조임금에게 학문적 평가를 받

아 인정을 받는 최초였다고 했다. 알고 보니 임금은 이전에 「사칠속편(四七續編)」이

라는 논문을 썼는데 오로지 율곡의 학설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다산은 

정조가 그런 논문을 찬술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답변을 올렸으니, 이렇게 

해서 임금과 다산의 이기설(理氣說)이 합치되어 두 분의 학문적 만남은 더욱 돈돈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면 다산과 율곡은 경세논리에서도 유사점이 많지만 성리철학에 있

어서까지 동일한 부분이 있었으니, 다산의 학문연원은 퇴계에게도 접속되지만 율곡

에게도 근접해 있음을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다산은 남인이기 때문에 퇴

계의 이기설보다 율곡의 이기설을 더 옳다고 주장하는 일은 그렇게 편안한 일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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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뒷날 다산은 1801년 봄에 포항 곁의 장기에서 유배 살며 지었던 「이발기발변

(理發氣發辨)」이라는 논문에서 퇴계가 사용한 용어와 율곡이 사용한 용어는 글자는 

같지만, 의미는 달리 사용했기 때문에 퇴계의 이발(理發)도 옳고 율곡의 기발(氣發)

도 옳다는 조정의 평가를 내렸었다. 이기론이란 고도의 학술이론이어서 지금의 우리

로서는 옳다, 그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윈윈의 평가를 내린 다산이지만 그의 최후의 평가는 분명히 율곡의 학설이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다산은 강진에서 18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57

세이던 1818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3년 뒤에 61세의 회갑 해를 맞아 「자찬묘지명」이

란 이름으로 자서전 격인 일대기를 지어 자신의 일생과 학문적 업적을 기술하고, 자

신이 수립한 학설에 대하여도 자세한 해설을 해놓았다. 그 「자찬묘지명」 집중본에서 

『맹자』라는 경서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의 기철학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해주기에 충분하다. “이 기(氣)란 의(義)와 도(道)에 짝하는 것

으로 의와 도가 없다면 기는 시들어 버린다.[是氣也 配義與道 無義與道 則氣餒焉]”라

고 했는데 “이는 여자약(呂子約:祖儉:宋의 학자. 주자와 이론의 차이로 많은 논쟁을 

벌였던 학자)과 이이(李珥)가 가르쳐준 뜻이다.”라고 말하여 기(氣)의 역할에 대하여 

주자와 여조검의 견해가 달랐는데, 율곡도 또한 주자의 견해보다는 여조검의 견해를 

지지했다면서 다산도 그들이 남겨준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

렇다면 율곡의 기발설(氣發說)을 다산이 내농고 찬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

다. 이 부분의 자세한 의미는 다산의 『맹자요의』, 『공손추상(公孫丑上)』에 충분한 설

명이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Ⅶ. 십만양병설

『율곡전서』(栗谷全書) 부록에 실려있는 연보(年譜)와 장갈록(狀碣錄)에는 율곡이 국

가의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십만의 병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십만양병’(十萬良兵說)

을 나라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한 인간을 평가하고 업적을 

알아보는 일차적인 자료는 사후에 기록된 행장(行狀)이 기본 자료이다. 그래서 한 사

람의 행장은 아무나 지울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자질(子侄)이나 손자가 짓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는 수제자(首弟子)가 지을 때가 가장 많다. 율곡의 수제자는 세상이 다 

아는 사계 김장생(金長生 : 1548〜1631)이다. 친자(親炙) 문인으로 김장생은 율곡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으로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율곡에 대하여는 더 정확한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김장생의 기록에 의하여 율곡의 연보(年譜)도 작성되었을 것이며, 그 기록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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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월사 이정귀(李廷龜:1564〜1635)의 「율곡시장(栗谷諡狀)」이 나오고, 백사 이항

복(李恒福 : 1556〜1618)의 「율곡신도비명(栗谷神道碑銘)」이 나오게 된다. 사계·월

사·백사 등이 그냥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서 글을 짓는 그런 허튼 학자들인가.

그러나 당파의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영남의 학자나 남인계 사람들은 남인들

이 극히 존숭하는 퇴계나 서애 유성룡(柳成龍)을 떠받들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율곡은 폄하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이유로 율곡의 10만양병설은 자기

들끼리의 기록에만 나올 뿐 다른 믿을만한 기록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에서 실학의 학통에서 이야기 했던 대로 반계·성호·다산은 율곡의 10만양병설

을 확실하게 믿었던 기록이 있다. 성호 이익은 그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제4장 인

사문2」에서 “임진왜란 전 율곡이 마땅히 십만의 병사를 길러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람

들이 선견지명이 있다고 말했다[壬辰亂前 栗谷謂 當飬十萬兵 人稱先見]”라고 말하여 

10만양병설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다산도 그의 『경세유표』

권7에 “우리나라 선배로서 오직 율곡 이문성공(珥)이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군적(軍

籍)을 개혁하고 양병십만의 주장으로 거듭거듭 임금 앞에서 건의하였으니 참으로 유

용한 학문임을 알게 된다[我東先輩，唯文成公臣李珥，以改貢案·改軍籍，養兵十萬

之說，申申然陳於上前，眞是有用之學也]”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표적 실학자 성호와 다산이 분명히 믿었던 십만양병설을 부인한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구나 서인(西人)과 동인(東人)이 당파로 대립할 때에, 

율곡이 서인편만 든다고 가장 혹독하게 비방하고 헐뜯은 대표적인 동인은 바로 초당 

허엽(許曄 : 1517〜1580)과 그의 아들 하곡 허봉(許篈 : 1551〜1588)이었다. 허엽의 

아들이자 허봉의 아우이며 당대의 천재 문인으로 이름 높았던 교산 허균(許筠 : 1569

〜1618)은 선조시대의 두 인물로 율곡과 서애를 꼽으며 경세가로서의 율곡을 올바르

게 칭찬하고 양병설을 인정하고 있다. 

“율곡이 다행스럽게도 백 년 전에만 태어났다고 한다면 역시 왜 보호받지 않으며 

누가 높이 존숭하지 않겠는가”(又使栗谷 幸而生於百年之前 則亦安保其不尊尙也 : 

『성소부부고』 「學論」)라고 말하여 5현이 문묘에 종사될 때 율곡 또한 문묘에 배향될 

인물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을 펴서 율곡을 극히 존숭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

구나 혀균은 그의 「정론(政論)」 이라는 글에서 “선조 당시에 두 신하가 있었으니 이이

와 유성룡이었다. 이이가 곤욕을 치를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안(貢案)을 개정하자

는데 그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모든 고을에 정원 밖의 군대를 양성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마땅치 않다. 곡식을 바치고 직책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서얼을 등용하자는 

것도 옳지 않다. 성보(城堡)를 다시 쌓는 것은 합당치 않다 라고 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에 조정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대책을 열심히 강

구하는데, 그런 것은 결국 이이가 주장한 다섯 가지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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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이의 선견지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환란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하자면 모든 

것을 경장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을 무릅쓰고 감

히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속류들은 편견에 빠져 말하기를 ‘소요스럽다’ ‘편안치 못하

다’ 하면서 요란하게 비난하였으니 이이의 몸이 용납되지 못하고 나라가 제대로 다스

려질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의 논자들조차 억척같이 이이를 배척하고 있

지만, 위의 다섯 가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크게 우스운 일이다”라

고 말했다.

율곡과는 반대당으로 가장 앞장섰던 허엽·허봉의 집안에서 자란 허균은 역시 공

평한 안목으로 정원 외의 병력을 길러야 한다던 율곡의 양병설도 인정하였고 당시에 

가장 유용한 정책으로 시의(時宜)에 합당한 정책을 건의했던 사람이 율곡임도 인정했

으니, 다른 여타의 인물들이 율곡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일에는 논급할 가치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大東文化硏究』 제19집에 실린 이재호(李載浩)교수의 「선

조주정실록 기사의 의점(疑點)에 대한 변석」이라는 논문에서 양병설을 의심하고 율곡

을 폄하한 글만 인용하여 영남 남인들의 입장을 열거한  글에 대하여 특별한 논평 없

이 허균의 주장을 반대 논리로 제시하고 싶다

Ⅷ. 맺는말

오늘의 우리 학계에서는 대체로 채제공의 남인계 학통설에 의하여 실학사상의 학

통까지 퇴계 이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주장이 있다. 퇴계 이황 - 한강 정구 - 미수 

허목 - 사숙 성호 이익 - 사숙 다산 정약용이라는 도표가 그려지면서 율곡 이이를 

비롯한 서인계의 당파나 노론계의 당파는 실학사상의 발원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여

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산의 「이발기발변」에서 주장한 학설을 조금이라도 믿는다

면 실학자들은 퇴계 학문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율곡의 학문에서도 영향을 받은 바 

있다고 라도 주장해야 절반이라도 옳은 일이다. 최소한 수기(修己)의 학문에서는 퇴

계의 영향이 크고, 경세논리인 치인(治人)의 학문에서는 율곡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라고 주장해야만 바른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서인계의 김육, 노론계의 박지원, 홍대

용, 위백규, 박제가, 김정희 등이 실학자로 분류되는 것으로만 보아도, 다산은 그런 

모든 분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모든 논리는 깡그리 무시하

고, 성호의 퇴계에 대한 학문적 숭앙이나, 다산의 「도산사숙록」에서의 퇴계 찬양 등

의 기록이나 채제공의 성호 학통의 설명에서 사용한 도학의 학통도만을 따르면서, 퇴

계의 학문만이 실학사상의 발원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된

다.도학사상과 실학사상은 그 연원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해야할 필요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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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느끼게 된다. 

최근에 오랫동안 퇴계의 학문을 연구한 연세대의 이광호 교수는 『퇴계와 율곡 생

각을 다투다』라는 저서를 통해 퇴계의 대표적 저서 『성학십도』와 율곡의 대표적 저서 

『성학집요』를 분석 검토하여 퇴계와 율곡의 동이에 대한 논의를 자세하게 설명한 결

과를 내놓았다. “두 분은 같은 유학자이지만 유학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매우 다르

다.”라고 말하며, “퇴계의 삶의 방향은 항상 궁극적 진리 곧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율곡의 삶의 방향은 크게는 넓은 우주를 향하고,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

을 향하고 있었다.”9)라고 평하여 퇴계와 율곡의 학문 방향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의

미 있는 평가이다. 율곡보다는 퇴계의 학문에 숭앙의 뜻이 훨씬 깊은 이광호 교수의 

주장이니 사심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여도 좋겠다. 바로 이광호의 주장에서 실학사상

의 발원이 퇴계인가 율곡인가의 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다. 궁극적 진리인 하늘

을 향한 퇴계의 학문적 방향, 얼마나 옳고 의미 깊은 내용인가. 그러나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향하고 있다는 율곡의 학문 방향이 언어 그대로 실학사상과 더 가까

이 접목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구도자로서의 퇴계, 조선의 대표적 학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퇴계는 

벼슬보다는 고향에 은거하며 학문을 닦고 제자를 길러 자신의 몸만을 착하게 닦고 싶

은 ‘독선기신(獨善其身)’의 뜻이 강한 학자였다. 율곡은 나라가 잘못되어 감에 비분강

개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상소로 정책을 건의하고 임금의 잘못을 혹독하게 꾸짖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반대파들의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도, 그는 벼

슬에 나아가 악전고투 속에서 우국애민(憂國愛民)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경장(更張)’

으로 나라를 건져내자는 경국제민(經國濟民)의 뜻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몸을 닦고 

존심양성(存心養性)하는 일에야 퇴계를 모범으로 삼겠지만, 도탄에 빠진 인민들을 구

제하고 토붕와해 직전의 나라를 건지려던 실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율곡의 주장에 더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계에서 말해지는  실학

사상의 퇴계 발원설은 다시 점검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율곡 평전의 결론인 한영우 교수의 글을 참고하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은 율곡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 사상계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

은 사실이지만, 이들도 한결같이 율곡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실

학이란 다름 아닌 경세학을 지닌 성리학인데, 바로 율곡의 학문과 사상이 경세학을 

지닌 성리학이었기 때문이다.”

9) 이광호, 2013,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홍익출판사, pp. 12~13.



율곡(栗谷)의 학문(學問)과 다산(茶山)의 실학사상(實學思想)까지 23

참고문헌

유형원, 『반계수록』 영인본, 대구 감영, 1769.

이광호,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홍익출판사, 2013.

이이, 『율곡전서』 영인본, 해주에서 간행 , 1814.

이익, 『성호전서』 영인본, 여강출판사, 1987.

이익, 「논경장(論更張)」, 『성호전집(星湖全集)』.

이재호, 「선조수정실록 기사의 의점에 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 19집, 1985.

정약용 저(著) ; 박석무 역(譯),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시인사, 1985.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정인보, 『담원국학산고』, 문교사, 1955.

한영우, 『율곡 이이 평전』, 민음사, 2013.

황현,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

허균, 『성소부부고』 번역본, 민족문화추진회, 1982.

현상윤, 『조선유학사』, 민중서관, 1949.





Ⅰ. 서론

Ⅱ. 경기지역의 개방성과 파주

Ⅲ. 조선 경세학 기반이자 추로지향 파주

Ⅳ. 파산학의 계승과 경기 실학

김 준 혁

한신대학교 교수

기호유학과 파주

제1주제



26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 파주 기호유학 학술회의

김 준 혁 *

기호유학과 파주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1)  서경덕의 성리학은 북송(北宋) 장횡거, 소강절의 계통의 학문으로서, 주자학이 이기이원론적(理氣二元論的) 성격을 띠는 데 비하여 유기론적(唯氣論的) 성격을 띠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경덕 계열의 성리학자들은 지역적으로는 대체로 기호지역에 분포하였지만 단지 ‘화담학파’라고만 하는 것이 좋겠다. 율곡학파와 혼동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조

성을 논문)

Ⅰ. 서론

조선주자학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토대로 하면서 조선적 특색이 가미된 주자학을 

의미하며 조선주자학에는 크게 보아 영남학파(퇴계 이황을 계승한 퇴계학파)와 기호

학파(율곡 이이를 계승한 율곡학파)의 두 계통이 있다.1) 

기호지방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황해도와 충청도 일원으로서, 동쪽은 관동지방, 남

쪽은 호남지방, 북쪽은 관서지방과 접경을 이룬다. 이러한 지리적 입장에서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학문이라고 해서 단순히 기호유학(畿湖儒學)이라 부르는 것은 아니다.

기호유학은 이이(李珥), 성혼(成渾), 조헌(趙憲) 등 경기지역의 유학자들에 의해 성

립되어, 김장생(金長生), 김집(金集),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 충청 지역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전한 유학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학술적으로는 이이의 학설

을 따르는 학파를 주기적 경향의 성리학을 전개했다고 평가하여 주기파라고 부르고, 

이황의 학설을 따르는 학파는 주리적 경향의 성리학을 전개했다고 평가하여 주리파

라고도 부르지만, 주리(主理)·주기(主氣)라는 용어는 기호유학의 특성을 제대로 표

현한 말은 아니다.

또한 이황이 예안(현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의 도산서원을 근거로 후진을 양성하

여 이황을 따르는 학자들이 주로 영남 지방에 분포했으므로, 이황의 학맥을 영남학파

라 부르고, 이이의 제자들은 대부분 기호 지방(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호남 지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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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가원, 1981, 「추로지향(騶魯之鄕)의 변(辯)」, 『퇴계학보』29, 퇴계학연구원, pp. 7~8.

3) 이길용, 2001, 「鄒魯之鄕榮州의 儒佛文化圈 硏究」, 『경북전문대학 논문집』19, 경북전문대학, pp. 61~63.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원)에 거주했으므로 기호학파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황의 학설을 따르는 영남지

방의 성리학자들인 영남학파와 구별하여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조선 성리학의 양대 축인 기호유학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중심으로 경기도 파

주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유학의 중심이 오히려 충청도 일대로 인

식되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의 성리학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기호유학의 몸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남유학의 계승자들은 조선 성리학의 근원이 영남에 있

다고 강조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조선시대 유학의 중심

지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역 유학자들은 자신

들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지역이 추로지향(鄒魯之鄕)

이라 평가하고 있다.2) 영남지역은 그 내부에서도 소수서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

주 지역과 도선서원을 기반으로 하는 안동지역이 자체적으로 추로지향이라고 주장하

기도 한다.3) 

이처럼 영남지역은 우리 역사의 유학, 특히 조선시대 성리학의 본산이 영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조선중기 

퇴계학파의 정립 이후 영남 사림들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 더

욱 강조된 것은 아마도 1999년 4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으

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2010년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영남지역 추로지향의 자부심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

인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이유에 하회마을의 병산서원(屛山書院)과, 양동마

을의 옥산서원(玉山書院)과 동강서원(東江書院)이 유교 교육기관과 유림의 제향의식

을 높이 반영하였다.4) 물론 영남지역 유학의 사상과 문화적 발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추로지향이고, 조선 성리학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기호유학의 존재를 은연중 무시하는 것으로 역사 의 왜곡이다. 

경기지역은 조선시대 사상과 문화와 국정운영의 중심이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있으며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을 끼고 있어 교통이 원만하고 

너른 평야와 높은 산이 함께 있어 인간의 거주지와 문화 발전의 최적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문화의 중심지이자 고려시대 이후 수도가 존재했던 곳이다. 당

연히 조선 성리학 발전의 진원지이자 완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율곡 이이의 사

상과 학맥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의 사상으로 조야(朝野)의 학

자들이 배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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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기호유학의 정통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올바르게 현양할 기획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온갖 인문학 지원금이 영남지역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그저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한 기호유학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주지역의 중

요성과 이를 통한 경세학과 실학의 발전을 살펴 기호유학 아니 경기유학의 가치를 명

확히 밝혀내야 한다. 파산학으로 시작된 경기유학을 통크게 율곡과 우계의 학통과 경

기지역의 남인 계열 실학을 전체를 묶는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지만 먼저 이 발표에서 파산학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유학의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발

전한 경기실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경기지역의 개방성과 파주

경기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교통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다. 신라

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 대당 무역기지로서 강화의 혈구진과 남양의 당성진을 이

용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로는 중국과 무역을 통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에서 예성강의 벽란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성 일대의 무역 전진기지는 전 

세계의 중요한 국가들이 교역을 하는 곳으로 유럽의 해상 도시들과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기지역은 바다와 강을 연결하여 서울과 함께 하는 지리

적 측면과 경기지역 특유의 정치적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져 실용성과 개방성이 다른 

그 어떤 지역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정치적 중심지가 되면서 아울러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물자유통

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역대 왕조들은 전국에서 세금을 거두어 다시 분배하는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래 수도를 둘러싼 경기지역은 역로(驛路)와 조운(漕運)이 

발달하여 물자유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경기

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한강·임진강 등의 수로교통이 발달하여 지리적

으로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역시 경기지역은 수도인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해상과 육로 등 주

요 교통로와 직접 연결되어 발전하였다. 육로는 한성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 모양으

로 전국에 뻗어 나갔는데, 경기도는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간 경유지로서 기능하

였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 때문에 도시가 경기지역의 도시는 예성강 이북 지역의 도

시나 금강 아래 지역의 도시들에 비해 훨씬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대읍에 속하는 수원, 양주, 개성, 강화가 있었고, 한강변이나 해안에 위치한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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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 안산, 통진, 양천, 시흥이 있으며, 대로(大路)를 끼고 있는 죽산, 용인, 안성, 포

천 등이 있었다.5)

이와 같이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높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중

에서도 파주지역은 더욱 중요한 지역으로 역사문화적 환경이 남달랐다. 파주 지역은 

지리적으로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동쪽 및 북동쪽으로 양주시와 연천군, 서쪽으

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남쪽은 고양시, 북서쪽으로는 군사분계선에 접하고 있다.

파주지역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역사적 사건의 주 무대가 되었으며, 중요한 전략

적 요충지로서 삼국간 수시로 각축을 벌이던 곳이다. 특히 교하 일대는 백제와 고구

려의 패권을 다툰 지역이고, 적성 방면은 신라와 고구려의 각축장이기도 했다. 파주

는 고려시대에도 주목을 받는 지역이었다. 고려 명종때 장단(長湍) 지역궁궐 조성관

을 주어 새 궁궐 조성사업을 하였으며, 조선 광해군 때에 이르러 지세가 쇠약해진 한

양을 버리고 파주의 교하(交河)로 수도를 옮기자는 교하천도론이 나올 정도로 파주는 

역사의 중요한 곳이엇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파주지역은 일찍부터 실용적 사고가 발전할 수 있었다. 지

리적 측면에서 임진강을 끼고 있기에 강을 통해서 성장하는 특유의 진취성이 드러난

다. 이와 같은 진취성과 강인함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무(文武) 가문을 태어나

게 하였다. 고려시대 북방 세력을 토벌하고 우리나라 국토의 형상을 만든 윤관 장군

은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출생이고, 광탄면 분수리에 묘가 있다. 교하 노씨의 대표적 

문객이며 성리학을 재해석하여 후대의 경세에 밑그림을 만든 노서신 선생은 파주읍 

백곡리에 뭍혀 있다. 따라서 이곳 파주에서 선현들은 문우(文友), 묵상, 강론, 시회

(詩會) 등을 열었고, 조선 조 중기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이르러 학문과 문학의 절

정기를 이루는 문향(文鄕)의 맥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파주지역은 기호유학의 기반으로 파산학(坡山學)의 탄생지이다. 파주지

역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택당 이식(澤堂 李植: 1584~1647)이 파산서원(坡山書院) 

상량문에서 “한경(漢京)의 삼보(三輔)로 자리를 잡고서, 질(質)과 문(文)이 혜택을 흘

려보내 상(商)과 주(周)가 뒤집힌 물결을 만회하였는가 하면, 굳게 붙잡으며 일으켜 

세우는 신령스러운 힘을 드러내어 관락(關洛)의 추락한 학문의 기풍을 다시 진작시킨 

곳이라고 하였다. 정조대 파주 유생들은 팽팽한 지역적 자부심을 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여러 선현이 살았던 곳입니다. 선정신 문성공 이이(李珥), 고 참찬 충숙

공 백인걸(白仁傑), 고 처사 성수침(成守琛), 선정신 문간공 성혼(文簡公 成渾)이 전

후로 서로 잇따라 도학을 강명(講明)하였다고”고 강조하였다.6)  

5) 양보경, 1994, 「서울의 공간 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창간호, pp. 61~68.

6) 이해준, 2016, 「坡山書院의 창건, 변천과 파주사족 동향」, 『우계학보』3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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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임진강과 한강이 끼고 있어 삼국시대 이래 교통과 

산업이 발전하였고, 고려시대 인근의 개성지역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조선시대 수도 천도론으로 거론 되는 지역이자 기호유학의 기반으로 자

리매김한 곳이다.

Ⅲ. 조선 경세학 기반이자 추로지향 파주

경기지역은 조선 건국을 전후하여 지역의 문화가 실용적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당대인들이 실학으로 평가하는 성리학의 등장이었다. 고려 말 

불교의 폐단은 극심하였다. 이러한 불교의 폐단으로 인하여 이제현과 정도전 그리고 

권근 등은 성리학의 ‘인의충신(仁義忠信)’ 등의 수기(修己)와 충효를 비롯한 오륜과 육

예(六藝)의 학습으로 제가(濟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7)

즉 고려말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을 실학이라 규정짓고, 불교와 한당(漢

唐) 유학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가 수립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러한 실학으로 평가하

는 성리학으로 인하여 조선 건국 후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사상

으로 인식하였다.

17세기 조선에서는 16세기 이황, 이이, 서경덕 등에 의하여 성립된 조선성리학(朝

鮮性理學)에 기초하면서 유교 경전 연구가 보다 심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학(經

學)의 심화(深化)와 더불어 새롭게 경세학(經世學)이 전개되어 가고 있었다. 이 당시

의 경세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란의 폐허와 급격한 사회변동의 진행이라

는 17세기 조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모순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재건해 나아갈 것인가를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세학은 성리학의 실용적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세학의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파주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파주지역의 대표적 인물인 황희는 성리학을 실학으로 인식하고 세종대 

실용적 경세사상을 보여주었다. 그의 경세사상의 핵심이 ‘인권존중과 민본의식, 개혁

을 통한 백성의 불편과 고통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과 더불어 구체적인 경세 정책

으로는 ‘기강 확립 방안, 치안과 국방강화책, 빈민구제책, 교육정책, 언론과 여론 중

시’의 다섯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의 실용적 경세사상은 일반유학의 경세

사상의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 유학의 이상세계인 대동사회

를 목표로 왕도정치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당대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다. 무엇보다 황희는 공맹의 왕도정치보다 훨씬 더 평등의식에서 앞서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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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였다.8) 

이러한 황희의 사상과 정책은 경기지역 지식인들에게 모범으로 작용하였다. 

경세학으로 파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허조(許稠)가 있다. 허조는 방촌 황희와 함께 

세종조를 대표하는 현상(賢相)이며 2대 명상(名相)으로 태종이 발탁하여 세종대 정치

의 기반을 닦아 한국 역사상 보기 드문 태평성대를 연출한 대정치가요 대학자였다.9)  

허조는 조선 건국 후 구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국가 의례를 정비하고 국방 강화를 위한 강무(講武)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는 

석전제례를 상정하고, 종묘 작헌 의주를 지어 종묘제례를 체계화하였으며, 태종 16

년에는 관복제도를 완성하였다.10) 세종년간 들어서도 부민고소금지법과 수령구임법 

및 경외관(京外官) 순환근무제 등을 건의하였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허조의 졸기에 그가 성리학자로서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는  『사서(四書)』와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과 성리(性理)의 여러 책과 『명신

언행록(名臣言行錄)』을 좋아하여 읽었다고 한다.11) 이는 경세학에 충실했던 것을 보

여주고 있다.

허조의 사후 장자인 허후가 계유정난으로 김종서 일파로 몰려 처형되고, 손자인 허

조(許慥) 역시 사육신 사건에 연류되어 죽는 등 직계 후손이 몰락함으로써 그를 표창

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허조에 대한 후세의 평가가 높지 않았던 것 같다.12) 허조

의 손자인 허조가 정조년간 단종의 국왕 복위 시도로 사형당한 이들에 대한 복권을 

하여 배식단에 포함되었지만13) 이미 이때는 허조에 대한 전반적인 현양 사업을 하기

에는 늦은 때였다. 하지만 허조는 조선 건국 후 경세학의 토대를 구축한 학자이자 관

료였고 그는 조선시대 가장 모범적인 관료로 평가받았다.  

허조는 사후 파주에 묻히면서 그의 경세학이 파주지역의 사상으로 정립되었다. 파

주 일대의 사대부들은 단순히 성리학에 충실한 것만이 아니라 학문을 국가 운영을 위

하여 실용성있게 활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학문 풍토가 바로 

율곡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황희와 허조를 이은 파주 지역 출신인 율곡 이이는 조선 기호유학의 학통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의 학문은 퇴계 이황이 후생가외(後生可畏)로 정리하듯 퇴계가 두려워하

7) 조광, 2004, 「실학사상의 현대적 의미」, 『경기논단』6, 경기연구원, p. 9.

8) 이영자, 2002, 「방촌 황희의 경세사상과 그 의의」, 『동서철학연구』32, 한국동서철학회, pp. 261~272.

9) 허문열, 2005, 「경암 허조 선생의 생애와 치적」, 『유학과현대』6, 박약회대국지회, p. 315.

10) 이석호, 2006, 「예론에 밝은 원칙주의자 허조」, 『역사＆문화』9, 역사문화연구회, p. 7.

11) 『세종실록』 권87, 세종 21년 12월 28일 임인

12) 한형주, 2006, 「허조(許稠)와 태조~세종대 국가 의례 정비」, 『민족문화연구』44, p. 272. 

13) 『정조실록』권32, 정조 15년 2월 21일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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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학문을 이은 이들이 기호지방 전체로 확대되었

고, 조선 중후기 조정의 핵심 당파인 서인과 노론의 사대부들이 그를 받들었다. 한마

디로 이야기해서 율곡 이이는 조선시대 기호유학만이 아닌 조선 성리학의 종조(宗祖)

와 같은 인물이다. 하지만 후세인들이 율곡의 학문과 사상을 높이 받들면서도 율곡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기반이 파주와 경기도에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율곡은 경세학을 추구한 인물로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학문과 지식은 의미가 없

다고 보았다. 학문은 실천적으로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 그 존립 기반이 확보되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이이는 성리학 전성기와 실학의 맹아기에 위치하여 

성리학을 하면서도 실학적 사유에 앞장섰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14) 

더불어 율곡 이이는 개방성을 추구하였다. 율곡은 불교, 도가, 육왕학 등을 전면적

으로 부정하지 않고 비판적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주학의 테두리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즉 율곡은 

다른 학설과 사상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여 배척하지 않고 그 장점과 단점 옳고 그

름을 분석하여 종합화 하는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후 전개된 기호학파의 

학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영남 유학의 단조로움과 달리 다양성을 중시

하는 학풍의 전개를 가져왔다.15)   

이러한 율곡의 개방성은 그의 개혁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신분제 사회가 정착

된 조선시대의 부조리를 철폐하고자 하였다. 그는 서얼과 천민에 대한 신분제도 개선

을 요구하며, 서얼들의 허통과 공사천인(公私賤人)의 종량(從良)을 주장하였다. 율곡

은 사회를 통제하는 법이 법제화 될 당시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

도, 시대가 변하면 폐단이 생겨 때에 맞추어 변통(變通)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율곡의 개혁적 사고와 실천은 유교의 명분주의에서 벗어난 현실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기기역의 지식인들에게 개방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율곡과 함께 파주지역의 대표적인 성리학자가 바로 구봉 송익필과 우계 성혼이다. 

이들은 율곡 이이와 함께 파주삼현(坡州三賢)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16) 송익필과 

성혼도 율곡과 마찬가지로 파주의 지명을 따서 호를 지은 인물들이다. 송익필이 구봉

산에서 취한 구봉, 성혼은 향양리 쇠내에 거주하여 우계(牛溪)로 호를 만들었다.

14) 이영자, 2005, 「기호 유학에 있어서 율곡의 학풍과 그 영향」, 『동서철학연구』35, 한국동서철학회, pp. 220~222.

15) 이영자, 앞의 글, pp. 222~227.

16) 양훈식, 2005, 「도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坡州三賢의 편지담론」, 『대학작문학회 전국학술 대회 자료집』, 대학작문학회,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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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파주에서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그의 학문 사상이 후대로 이어

져 율곡의 학문과 함께 기호유학의 중심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우계 성혼의 사

상은 서인의 노론 소론 분화에 있어 소론의 기본 사상으로 정립되어 기호유학의 양대 

축으로 발전하였다.

성혼은 10세가 되던 해 부친이 정암 조광조 사후에 파주의 우계로 은거하자 파주에

서 성장하며 부친 성수침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였다. 성혼은 부친 성수침 외에 파

주지역에 사는 휴암 백인걸에게 찾아가 상서를 배웠다. 그는 20살 무렵부터 이이, 송

익필과 이발기발, 사단칠정과 인심도심, 중과 자선에 대한 논변을 통해 그의 도학적 

사유를 확충하였다. 성혼은 「신사봉사」, 「경인봉사」, 「시무편의」를 올려서 고금의 치

란의성패와 인재 등용의 중요성, 인정(仁政)을 역설하였다.17)

성혼은 파주 파평면 눌로리에 우계서실(牛溪書室)을 설립하고 많은 문인들을 양성

하였다. 우계서실은 우계정사(牛溪精舍) 또는 파산서실(坡山書室)로 불렸다. 우계서

실은 퇴계 이황이 경상도 안동에 세운 도산서원(陶山書院), 그리고 율곡 이이가 황해

도 해주에 세운 은병정사(隱屛精舍)와 함께 16세기를 대표하는 사학이었다. 성혼은 

우계서실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론적 견해를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제자들을 양성하

였다. 우계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율곡의 문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18) 자신의 제자들을 다른 학자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 사림

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계는 율곡에게 보낼 정도로 학문적 도량

이 컸던 인물이다. 이러한 우계의 학문과 도량을 존중한 제자들에 의해 그의 학맥은 

조선 전기 성리학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우계(牛溪) 성혼(成渾)은 ‘도(道)’를 체인하고 함양하고자 끊임없이 수양하면서 학

문적으로는 이(理)와 기(氣)의 이분적 경향을 가졌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이의 발

현성을 중시하였고, 경세적 측면에서는 군주를 일깨워 도덕적 정치가 실현되도록 하

였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문인과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그

의 문인들은 이기론적 학풍에 대한 진작보다는 체인·실천궁행에 의한 마음의 확립

을 강구하면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매우 노력하였고, 후학들은 시대의 사명을 가지며 

무너진 사회질서 회복에 적극적이면서도 학문적으로 주자학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학문분야를 탐구하고 율곡학과 퇴계학을 절충하는 학적 모습을 보였다.

 그 문인과 후학들에게서 드러난 학풍은 대략 일곱 가지 경향을 보였는 바, 첫째는 

절의로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 둘째는 강화(講和)와 척화(斥和)를 주장하

는 경향, 셋째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 넷째는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하면서 학

17) 앙훈식, 앞의 논문, pp. 14~15.

18) 박균섭, 1998, 「우계서실 연구」, 『한국교육사학』20,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pp. 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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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탐구 경향, 다섯째는 주자학의 위상을 높이는 경향, 여섯째는 퇴계학을 수용하여 

절충하는 경향, 일곱째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추구하는 경향 등이다.19)

특히 성혼은 이이와 함께 학리적 논쟁에서 리의 발현성을 인정한 이후에 본격적인 

경세적 경향으로 보여주었다. 성혼은 조선의 국왕이 물정과 사세[物事] 필연성을 살

펴 알아야[察知]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임금이 임금다운 올바른 역할을 해야 백

성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파주에서 도학을 공부하며 제자들만을 

양성한 것이 아니라 국왕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20) 

파주삼현의 한명인 구봉 송익필(龜峰 宋翼弼, 1534~1599)은 우계 성혼, 율곡 이이와 

함께 강마지교(講磨之交)를 맺은 도우(道友)로서 16세기 조선조 성리학 전성시대의 대표

적인 유학자의 한사람으로 성리학, 예학(禮學)에 능통하였고, 그의 문하에서 ‘동방예학

(東方禮學)의 종장(宗匠)’으로 일컬어지는 사계 김장생(沙溪 金長生)과 신독재 김집(愼獨

齋 金集),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등 기호예학파(畿湖

禮學派)를 배출함으로써 조선조 예학의 선구적 위상을 재평가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구

봉은 당대 팔문장의 한 사람이며, 시(詩)의 산림삼질(`山林三傑)`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구봉의 문집에는, 태극(太極) 등 성리(性理)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81문항으로 자문자답하여 요약 정리한 태극문(太極問)이 있으며, 구봉과 우계, 율곡 

세 사람의 왕복 편지를 모아 엮은 현승편(玄繩篇) 삼현수간(三賢手簡)은 세 사람의 

관계는 물론 귀중한 학문적 자료가 된다.

구봉의 이기론(理氣論)은 대부분 정명도(程明道), 주회암(朱晦庵), 율곡과 같은 입

장으로서, 이 세계의 존재구조가 형이상자(形而上者)로서의 이(理)와 형이하자(形而

下者)로서의 기(氣)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아울러 구봉은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에서 사단은 이일변(理一邊)의 정(情)한쪽만을 본 것이고, 칠정은 정(情)의 전체를 말

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서 율곡과 같이 칠정 속에서 사단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봉은 사단과 칠정을 모두 ‘이기지발(理氣之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기

(理氣)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정(情)이지만 사단은 이(理)가 주가 되어 발현한 정

이고, 칠정은 기(氣)가 주가 되어 발현한 정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우계의 경우처럼 

‘성발위정(性發爲情)’의 발(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고봉 기대승(奇大升)의 ‘이기공

발설(理氣共發說)’과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구봉의 인심도심설은 도심(道心)의 은미하고 드러남과 인심(人心)의 편안함과 위태

함은 서로 소멸하면서 성장한다고 보았다. 이는 주리론적인 성리학자들처럼 인심을 

곧바로 인욕시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심을 악한것으로만 보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구

봉 사상의 인성론적 특징으로서 “인심도심상위소장설(人心道心相爲消長說)”이라 이

름 할 수 있겠다.21)

구봉 수양론의 중핵적 과제는 `직(直)`이다. 구봉에게 직은 성명(性命)이고, 정리(正

理)이며, 성(誠)이다. 직의 방법은 경이직내(敬以直內)의 내직(內直)으로써 구사(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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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와, 의이방외(義以方外)의 외직(外直)으로써 구용(九容)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원지기(一元之氣)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모두 직으로써 한다. 이러한 구봉의 직

사상은 김장생과 송시열에게 전승되어져 기호예학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22)

훗날 송시열은 송익필에 대한 묘지명은 찬하면서 계곡 장유가 파주삼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한 대목을 인용하였다.

“이이의 말은 진솔하고 진정되어 평탄하다. 성혼의 말은 온화하고 공손하며 간절

하다. 송익필은 뜻과 기사잉 우똑하고 정결하며 스스로 매우 중후하게 대하는데 , 그 

말은 분변하고 그 학문은 해박하다.”23) 

이와 같은 파주 삼현은 방촌 황희, 경암 허조의 경세학을 이으면서 성리학의 종조

로서 기호유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파주는 우리 유학의 기반이 되는 곳이

고, 이는 한국유학사에 빛나는 역사이기도 하다.

Ⅳ. 파산학의 계승과 경기 실학 

임진왜란을 거쳐 병자호란을 치르는 17세기 초기에 전통적 도학파의 일반적관심이 

예학과 의리론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경기지역의 일부의 유학자들은 성리학의 지식

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의 경제적 내지 사회제도적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태도

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성시(城市)의 산림’을 자처하며 자신들과 재야의 산림을 구별하였는데, 이

들은 성리학을 하면서도 양명학, 노장학, 불교와 같은 당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평가

하는 학풍을 널리 수용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의 역동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자

신이 새로운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24) 이는 자연스럽게 경기지역의 정체성

을 보여주는 실학으로 발전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경기지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학풍의 특징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현실 

개혁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후기 경기지역

의 실학과 개방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 이형성, 2011, 「우계학파의 학맥과 학풍」, 『유학연구』2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pp. 56~63.

20) 이형성, 앞의 논문, pp. 43.

21) 김창경, 2010,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의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철학적 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54, 한국사상문화학회, pp. 395~401.

22) 김창경, 2015, 「구봉 송익필 직(直)사상의 기호유학에서의 전승연구」, 『동서철학연구』 78.

23) 『구봉집』권10, 宋時烈 撰 墓碣銘.

24) 김문식, 2004, 「조선후기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학인」, 『경기논단』6, 경기연구원. pp. 30~31. 김문식은 이들을 경기학인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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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실학의 또 다른 특징은 민족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전통적인 화이관(華夷

觀)을 극복하면서 중국과는 구별되는 자아(自我)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킨 것이다. 조

선의 존재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조선어와 문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세시 풍속을 비롯한 민속에 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

다.25) 이와 같은 학문이야 말로 진정한 실학인 것이고, 중국의 예속된 국가가 아니기

에 주체성을 가진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율곡 이이의 경세학으로 대표되는 파산학이 조선 후기 실학으로 전개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기호유학의 기반인 파산학(파주학)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인의 종통이자 영남 학파의 종조인 퇴계 이황의 제자인 한강 정구는 이황의 이기

호발설(理氣互發說)이 아니라, 오히려 율곡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에 기울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허목의 경학은 주자학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며 이기론(理氣論)에서 이황과 이이를 절충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남인 도통

론의 핵심인 정구와 허목의 율곡 학문의 이해와 절충은 율곡의 학문이 경세학이자 실

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퇴계와 한강 그리고 미수의 학맥을 이은 경기지역 실학을 주도한 세력은 남인들은 

더 나아가 18세기 개방성을 추구하며 서학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서양 기계문명론

을 받아들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가 바로 한백겸이다. 퇴계 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그는 경기

도 양주수이촌(水伊村)에서 지낸 그는 개인이 저술한 최초의 역사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를 저술하였다. 17세기 초에 저술된 이 책은 실증적이

고 고증적인 역사 연구와 서술로 18세기에 출현한 실학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26)

한백겸의 실학사상을 이은 이가 바로 유형원이다. 한강 정구의 학통을 이으면서 기

호유학에서 율곡의 경세적 학문을 계승한 실학자들의 대표적 인물이 반계 유형원, 성

호 이익, 다산 정약용이다. 이들은 율곡의 성리학 전체를 계승한 것이라기 보다는 율

곡의 경세적 실학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원은 그의 주저인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 정치 사회 경제의 조직적인 제도

개혁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전거(典

據)로 인용한 통계를 보면 『경국대전』, 『고려사』 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율곡이 26

회로 가장 많이 인용을 하였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반계는 율곡의 경세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 것이다.27) 또 성호 이익은 반계 유형원과 율곡 이

25) 조광, 2004, 「실학사상의 현대적 의미」, 『경기논단』6, 경기연구원, p. 12.

26) 정구복, 1978,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대한 일고 - 역사지리학파의 성립을 중심으로 -」, 『전북사학회』2, 전북사학회,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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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관계에 대해 “반계 유형원은 대개 그 말이 율곡과 부합되는 것이 많다.”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며 반계의 개혁론 내지 정책론에 율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8) 그는 율곡의 시무론(時務論)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독자적

인 초기 실학파라고 할 수 있다. 

반계의 학통을 이어 경기지역의 실학과 개방성을 주도한 인물은 성호(星湖) 이익

(李瀷)이다. 성호는 퇴계를 사숙하고 이기론이나 예학 등에도 상당한 조예를 가졌지

만 그는 율곡 이이의 경세적 실학에도 크게 공감을 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성호 이익은 율곡의 개혁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그를 존숭하였다. 성호는 “국조(國

朝) 이래로 시무(時務)를 알았던 분을 손꼽아 봐도 오직 이율곡(李栗谷)과 유반계(柳

磻溪) 두 분이 있을 뿐이다. 율곡의 주장은 태반이 시행할 만하고, 반계의 주장은 그 

근원을 궁구하고 일체를 새롭게 하여 왕정(王政)의 시초를 삼으려 했으니, 그 뜻은 

진실로 컸다.”29)라며 율곡 이이가 생전에 제안했던 정책들이 모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성호 이익은 율곡의 각 도의 감사(監司)는 구임(久任)하고, 작은 고을은 큰 고을에 

합치고, 노비들은 1대에 한하여 종사하게 하는 개혁 정책들이 모두 사리에 합당한데 

당시 시행하지 못하고 율곡이 제안한 세금 감면 제도가 일부 반영된 것이 너무나 안

타깝고, 그러한 정책 추진이 안된 것은 당시 관료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조치하는 국

량이 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율곡 자신에게 이 제도를 직접 시행하게 하였

다면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라며 율곡을 높이 평가하였다.30) 

 결국 성호는 율곡의 경세적 학문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전반기 환국과 무신란(戊申亂, 1728)을 거치면서 공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성된 탕평(蕩平)정국에서 민산(民産)을 안정시킬 사회제도 개혁 방안을 적극 모색

하였다. 

민산의 안정은 부귀와 빈천을 고르게 함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주요정책으로 토지개혁론을 제시하였다. 한전론(限田論)은 지주전호제 확산에 

따른 토지소유의 불균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자, 부세제도 개

편만으론 실현할 수 없었던 도기일치(道器一致)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이익

은 한전론을 통해 민산을 확보하고, 법을 확립하여 탕평을 실현하고자 했다.31) 한편 

이익은 국가를 좀 먹는 여섯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신분제를 들었다. 천인분리(天

27) 천관우, 1979,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p. 324.

28) 『星湖先生文集』卷30, 論更張.

29) 『성호사설』卷11, 人事文, 變法.

30)  『성호사설』 앞의 주.

31) 원재린, 2010, 「星湖 李瀷의 國家 改革論과 그 思想的 특질」, 『태동고전연구』2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pp.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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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分離)의 관점에서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에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

지 않은 신분의 세습은 모순으로 인식되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人]과 사람을 다스

리는 법(法)이 상호 보조를 맞추면 위가 안정되고 아래가 제대로 순응하여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법상유(人法相維)의 원리는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2)

이익은 이와 같은 개혁적 사상과 함께 파격적인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한

역된 서학 문헌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 천문 역법등 서양 과학지식에 적극적인 긍정 

태도를 밝혔고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도 신앙적 내용에 대한 부분적 비판을 보여 주면

서도 윤리적 내용에 긍정적 태도를 가졌다.33) 이러한 서학에 대한 이익의 지식과 관

심은 그의 제자들에게 계승되어 이른바 성호학파에 있어서 신후담 안정복등 공서적 

입장과 권철신 이가환등 신서적 입장으로 분열이 되지만 서학이 이들에게 중요한 문

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익의 서학에 대한 개방적 인식은 이후 18세기 서학

의 적극적인 도입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서교(西敎) 중심이 아닌 서기

(西畿) 위주의 서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익의 학맥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황(李滉) 퇴계(退溪)-정구(鄭逑) 한강

(寒岡)-허목(許穆) 미수(眉叟)-이익(李瀷) 성호(星湖)로 이어지는 기호남인 또는 기

호 퇴계학파에 속한다. 그럼에도 경기라는 지역성과 실학적 연원에서는 율곡-반계-

성호의 학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정약용으로 계승된다고 볼 

때 경세치용(經世致用) 실학의 내제적인 학맥을 율곡-반계-성호-다산으로 볼 수 있

다.34)   

조선후기 경기지역의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일찍부터 성호를 사숙하면서 

가학으로 토목학, 건축학, 상수학 등 다양한 학문을 익혔다.35) 성호의 학문을 사숙한 

그는 자연스럽게 성호 이익이 존숭하고 경세적 실학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을 당연히 

알게 되었다. 

다산은 남인의 중심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곡의 학문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받아들였다. 1785년(정조 9) 23살의 나이로 성균관 유생이 되었을 때 정조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중용강의 80조를 하사하고 중용의 내용을 정리해오라고 하였다. 

이때 다산은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학설로 중용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율곡

의 학설로 중용을 정리하였다.

32) 원재린, 앞의 글, pp. 44~45.

33) 김지은, 2011, 「성호 이익의 대외인식과 조선의 대응방안 모색」, 『한국사연구』152, 한국사연구회, pp. 110~111.

34) 안재순, 1991, 「조선후기 실학의 사상적 계보」, 『동양철학연구』12, p. 78. 

35) 정약용, 『다산시문집』권16, 묘지명, 자찬묘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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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의 나이로 성균관 유생이 되었을 때 주상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중용강의 80

조를 하사하고 중용의 의미를 해석하여 오라 하였는데 용의 벗 이벽(李檗)이 박아(博

雅 학식이 넓고 성품이 우아함)하기로 이름이 났는데 함께 의논하여 조대(條對)하였

다. 그런데 이발(理發)·기발(氣發)에 대하여 벽은 퇴계(退溪)의 학설을 주장하였고, 

용의 대답한 바는 우연히 율곡(栗谷) 이 문성공(李文成公) 이(珥)이 논한 바와 합치되

었다. 주상이 보고 나서는 자주 칭찬하여 제일로 삼았다”36)

이처럼 정약용은 합리적으로 율곡의 학설을 수용하였다. 더불어 다산은 율곡과 퇴

계의 학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를 자신의 학문으로 받아들였다.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발현(發現)에 대해 이기(理氣)와 연관지어 논한 성리학

설(性理學說). 퇴계는 이기호발(理氣互發)의 우주관에 입각하여 “사단은 이(理)가 

발하는데 기(氣)가 이에 따르는 것이요, 칠정은 기(氣)가 발하는데 이(理)가 타는 

것(주재)이다.” 하여,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율곡은 “사단

(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기(氣)가 발하는데 이(理)가 이에 타는 것(주재)이다.[四

端七情皆氣發而理乘之]” 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說)을 주장하였다.”37)

 

이러한 학문적 기반이 그를 실학자로 성장시킬 수 있었고, 정조시대 한강의 주교

(舟橋) 설치와 화성 설계 등 개혁추진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정약용은 개방성에 있

어 탁월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국가 제도를 개혁하여 오래된 구습의 조선을 새

롭게 하기 위하여 『경세유표』를 저술하였고, 수령들이 올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려 한 

백성이라도 목민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민심서』를 저술하

였으며, 옥사를 올바르게 다스려 비록 죄수일망정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다. 이러한 정약용의 위민정신을 실학정신으로 

발현되어 개혁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38) 

그는 북학의를 저술한 박제가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그 자신이 연경에 가보지 못했

지만 발전된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적극 지지

를 보냈다. 더불어 그는  천주교를 신앙하다가 제사 금지의 교리를 알고 난 직후부터 

서학을 배척하였지만 서양의 학문과 기술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다 들여야 한다는 생

각을 갖고 있었다. 그의 실학과 개방성은 유배 기간 저술된 여유당전서에 담겨 있어 

36) 정약용, 앞의 책.

37) 『與猶堂全書』2集 卷4 「中庸講義補」.

38) 『다산시문집』권16, 묘지명, 자찬묘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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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의 개혁론에 기반이 되었다. 

경기지역의 실학은 남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율곡과 우계의 학맥을 계승한 서인

에서도 실학과 개방성을 추구한 이가 등장하여 조선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였

다. 그가 바로 김육(金堉)이다. 김육은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체험과 개방적 학

풍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경세사상을 제시했다. 양난(兩亂) 이후의 국가적 혼란을 타

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당시 유학자들은 도덕 수양론의 강화를 주창했다. 이들은 ‘안

민(安民)’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그 선결조건으로 내놓은 군주의 ‘수기(修己)’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국가재건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김육은 통치자의 도덕적 책임과 수양을 강조하는 주자학의 이념을 지지

하면서도, 경세의 영역에 ‘실(實)’이라는 특수성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성을 보인다. 도

덕적 깨달음이 경세의 영역으로 나아갔을 때 실재적인 것에 부합하지 못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육은 ‘변

통(變通)’을 강조하여 그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최우선의 정책기조로 ‘안민’을 

삼았다. 그는 지배층이 반대하더라도 백성에게 이로운 정책이라면 과감히 추진했으

며, 백성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백성을 위하는 정책이라 해도 민심을 

얻지 못했으면 결코 독단적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39)

그래서 그는 대동법을 추진하였고, 수차(水車) 보급을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실용

정책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서양의 달력인 시헌력(時憲曆)을 도입하는 등 과감한 개방

성을 갖추었다.40)   

우계 성혼의 학통을 이은 경기지역의 소론 역시 실학과 개방성을 취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이가 바로 박세당이다. 박세당은 당시 배청의리론에 대해 현실적 사

대론을 제기하는 데서 도학파의 정통적 입장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주자의 주(註)를 벗

어난 경전해 석등에서 실학파의 입장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이룬

다.41) 이러한 사실에서 이 시기를 실학파의 맹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세당은 도교와 불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불교에 대해 유교적 입장에서 

이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심정적으로 그는 불가의 승려들을 이웃으로 받아들

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도교와 불교에 대한 개방성이 유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는 성과를 보였다.42)    

이와 같은 파산학을 계승한 경기지역에서 나타난 각 당파의 실학과 개방성은 정조

시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실학과 개방성으로 구현된다. 정조시대에는 서명

응, 강세황, 홍양호, 홍대용, 서호수, 이가환, 박제가, 서유구, 정약용 등 경화사족 출

신 ‘실학자’ 들이 정조의 탕평정치에 힘입어 당색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함께 조정에 

포진하여 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정조를 보좌하여 학문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

모하였으며, 개혁의 시범도시이자 실학의 도시로 화성신도시를 건설하였다. 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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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이 구상했던 개혁론을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양반 

상인론’과 ‘국영 시범농장론’ 같은 상업과 농업 진흥책이 실현되었다.43)

결국 파산학을 계승한 경기지역은 백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학문과 

사상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39) 김준태, 2008, 「잠곡 김육의 실용적 경세사상 연구」, 『유교사상연구』 31, pp. 182~188.

40) 김준태, 앞의 글, pp. 194~196. 

41) 주영아, 2011, 「박세당의 개방적 학문관 연구」, 『동방학』20, pp. 13~15.

42) 주영아, 앞의 글, p. 53.

43) 유봉학, 2011, 「실학의 계보와 학풍」, 『한국사민강좌』48, 일조각,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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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학의 연원과 의미를 따져볼 때, 유(儒)란 ‘중(中)과 현실’의 의미를 지닌 수인(需

人)이며, 수(需)란 주역 64괘에 들어있는 괘로 생물이 생존을 위해 비를 기다리듯이 

수(需)란 필수적인 기다림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을 목적으

로 삼고 교학하는 것이 유학이다. 현실에 필수적으로 녹아서 활용되는 문화유산을 통

해서 중(中)의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유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함에 있어 정신문화를 택해서 살펴보았으며, 그 대표

적인 정신문화유산으로 훈민정음, 사상의학, 태극기, 낙서를 꼽았다. 그 결과 유학의 

그 핵심 원리가 음양과 오행임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음양론과 오행론의 인문학적 의

미가 중용의 ‘화(和)’와 대학의 ‘평(平)’과 상통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평(平)과 화

(和)의 원리가 인문학적 의미의 근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유학원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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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용(中庸)』 : 仲尼祖述堯舜, 憲章文武.

2) 『논어·술이』 : 甚矣吾衰也! 久矣吾不復夢見周公.

3) 『논어·자한』 : 文王旣沒, 文不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不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4) 『논어·술이』 : 述而不作, 信而好古, 竊比於我老彭.

5) 『주역(周易)』 , 「산화비괘·단전」 : 觀乎天文以察時變, 觀乎人文以化成天下.

Ⅰ. 들어가는 말

유학은 주(周)왕조가 몰락하고 제후국들이 패권 다툼을 벌이던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극심한 혼란기에 공자(孔子)에 의해 집대성된 학문체계이다. 이 시기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공자가 이루고 싶어했던 것은 그 이전 시대의 문물과 제도였다.1) 

그 중에서도 특히 주나라의 눈부신 문물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주공을 사

모했고2) 사상적으로도 주나라 문왕의 도를 이으려하였으니 이런 공자의 노력은 유학

의 도통으로 이어지게 된다.3) 공자는 말년까지 혼란한 당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으

려 철환천하(轍環天下)하였으나 당세에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고 먼 후세까지 자신의 

도를 전하기 위해 옛 경전을 정리하였다.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산정(刪定)하

고 예(禮)와 악을 바로잡았으며 『춘추(春秋)』와 『역경(易經)』의 10익(翼)을 지었다. 이

렇게 진나라의 통일기 이전인 선진유학은 하은주(夏殷周)시대를 거쳐 공자에 의해 집

대성되었다.4) 

공자는 『역경(易經)』의 10익(翼)을 지으며 자연이 사시사철 잘 돌아가면서 제 때에 

맞는 변화를 이루어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천지의 무늬를 살펴보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만든 무늬인 인문

(人文)을 살펴보라고 하였다.5) 인문(人文)은 본질적으로 내재된 면과 외형적으로 드러

난 면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걸맞게 잘 어울려야 文質彬彬(文質彬彬)이 되어 바람

직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문(人文)이 아닌 것이 없지만 유학과 관련해 다시 본

질에 속하는 원리적인 면과 그것이 활용된 문화적인 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유학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시점에서 그 원리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학은 수

천 년 간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사상적 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원리이기

도 하다. 그러므로 문화를 통한 접근은 좀 더 용이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확

보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 문화에 내재된 유학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원리가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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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학의 범위와 세계관 

1. 유학의 범위

우리가 보통 특정한 유학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시기와 내용을 정해야하

지만 역사문화유산에 내재된 유학의 원리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 범위와 내

용을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멀리는 공자이전의 유학까지도 포함하고 가까이는 현대

에서 전개되는 이론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공자 이후의 유학의 계통은 『대학(大

學)』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증자(曾子), 현재 사서(四書) 중의 하나인 『중용(中庸)』

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자사, 그리고 이후 전국시대 인물인 맹자(孟子)에게 계통이 전

해져 내려왔다. 진나라 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 사상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명분하

에 유학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거

의 인멸된 경전을 다시 수집 정리하고 복구하는 유교적 학풍인 훈고학(訓誥學)이 성

했다. 훈고학은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대의(大義)나 교리(敎理)를 파악하기보다는 자

구 해석에 집착하여 유학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지 못해 도교나 불교에 밀려나기 시

작하였다. 그 후 송(宋)대에 들어 유학장려정책에 힘입어 경전 편찬 사업과 여러 가

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유교에 조예가 깊은 수

많은 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불교와 도교의 우주본체론을 유학에 도입하면서 경전을 재해석하여 형이상

학적(形而上學的) 유학 이론 체계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를 신유학이라 한다. 이른바 

송학의 시조인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소옹(邵雍)의 황극경세도(皇

極經世圖)는 형이상학적 우주생성변화이론구축의 토대였고, 여기에 장재(張載)의 기

론(氣論)과 이정선생(二程先生)의 이론(理論)을 결합해서 북송오자의 사상을 집대성

한 것이 주희의 이기론이자 성리설이다.6) 이 성리설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이

념적 통치윤리가 작동되었다. 

우리 나라에 유교가 전래된 연대는 뚜렷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삼국시대(三國

時代)에 이미 일반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고려 시대는 중기까지는 대체로 당나라의 

유풍을 이어받아 시(詩)와 문장(文章)을 짓는 것에 몰두하였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

련하게 된 것은 후기 안향(安珦)의 활약에 기인한다. 그에 의해 도입된 성리학은 이

후 조선왕조의 억불숭유(抑佛崇儒)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면서 국교화되었다. 이후 양

란을 겪으며 점차 사변적(思辨的)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농업, 상업 등 

6) 북송오자의 사상의 주희의 집대성과 관련해서는 이동희, 2007, 『주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p. 111~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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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측면의 발전에 힘쓰고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

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 자신들의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다. 일제시기에는  

조선을 강점한 후 변색되고 왜곡된 면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민중의 시름을 달랠 전

혀 새로운 민간유학이 종교성과 혁명성을 띠면서 등장하기도 하였다.

2 유학의 세계관

1) 유(儒)의 의미, 현실과 중(中)

맹자는 공자에 대해 배움을 싫어하지 않고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7) ‘학

불염이교불권(學不厭而敎不倦)’이라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학과 교의 담지자가 바로 

유(儒)이다. 이 유(儒)를 배우면 유학(儒學)이고 이 유를 가르치면 유교(儒敎)이다. 유

학을 동양의 오래된 전통사상인 동양 삼교(三敎)에 포함된 선교나 불교와 대비해 볼 

때 그 의미가 확연해진다. 선(仙)은 글자 그대로 산인(山人)으로 은일(隱逸)의 기풍이 

있고 불(佛)은 불인(弗人)8)으로 전도된 현실세계를 바로보자는 의미가 있다. 즉 현실

을 전도망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에 비해 유(儒)란 글자 그대로 수인(需人)으로 

필수(必須)의 의미이다.  

수(需)란 주역 64괘에 들어있는 수천수(水天需)라는 괘에서 그 깊은 의미를 만날 

수 있다. 수천수(水天需)는 물기운인 구름이나 수증기가 하늘위에 있는 상으로 하늘

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상이다. 생물이 생존을 위해 비를 기다리듯이 수(需)란 

일차적으로 ‘기다림’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생존에 필

수(必須)적인 음식이기에 음식과 같은 ‘필수(必須)’라는 의미를 지닌다. 음식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수인(需人)이고 

유(儒)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모름지기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바라는 군자로서의 

유(儒)가 진정한 유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함은 권하였다.9) 유(儒)라는 의미에서 드러

나듯이 유학은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기에 유학이 현실을 고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이 무색하다.

그렇다면 그 유학의 시원(始原)은 어느 곳인가? 유학은 공자를 조종으로 삼는다고 

할 때 공자는 다시 요순을 조종으로 삼고 있다.10)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

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주며 전한 핵심이 중(中)을 잡으라는 것이었다.11) 그렇다면 이 

7) 『논어·술이』 : 子曰, 黙而識之, 學而不厭, 誨人不倦, 何有於我哉? 

8) 불(弗)자는 갑골문에 두 나무 가지를 기울어지지 않게 밧줄로 묶어 바로 세우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9) 『논어·옹야』 : 子謂子夏曰: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

10) 『중용(中庸)』 : 仲尼祖述堯舜, 憲章文武; 上律天時, 下襲水土.

11) 『논어·요왈』 : 堯曰 咨! 爾舜! 天之曆數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祿永終. 舜亦以命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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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中)은 어디에서 연원한 것일까? 공자는 요순이전의 성왕(聖王)의 도(道)의 연원을 

황제씨, 신농씨를 거슬러 올라가 복희씨로부터 언급하였다.12) 

복희씨가 우주의 공간구주와 시간변화의 원리를 담으려 창안한 팔괘(八卦)부호는 

문자이전시대의 의사소통체계, 즉 또 하나의 언어였기에 그 안에는 사상이 담겨있

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들어있는 팔괘부호는 모두 세 획으로 구성되어있다. 맨 위

의 획은 하늘을 상징한 것이고 맨 아래의 획은 땅을 상징한 것이고 가운데는 사람을 

상징한 것이다. 상중하(上中下)의 천지인(天地人)은 상천(上天)과 하지(下地) 중인(中

人)이다. 

유(儒)를 수인(需亻)이라 할 때 수(需)가 현실참여의 의미라면 인(亻)은 팔괘의 구

성에서 그 자체가 가운데라는 뜻을 지닌다. 유교의 핵심사상의 중(中)은 이렇게 시작

되었다. 도상적으로 가운데라는 쉬운 의미에서 중용, 중심, 근본 등등의 깊은 철학성

으로 확충되면서 유학의 중(中)사상은 발전을 거듭해간 것이다. 그러므로 선비라는 

유[儒]의 세계관은 ‘현실[需]’과 ‘중용[人]’으로 압축된다. 

2) 유학의 삼재론적(三才論的) 세계관   

위에서 언급한 세계관은 사상적 측면에서 자주 발견된다. 먼저는 민족의 시조인 단

군의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저 위 하늘나라의 상제의 아들이 사람의 세상을 구

하고 아래 땅의 동물이 사람이 되고자 원해서 그 사이에 탄생한 존재가 바로 단군이

라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天 : 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천 : 환웅 –수의천하, 탐구인세)

地 : 虎, 熊 –願化爲人 

(지 : 호, 웅 –원화위인) 

人 : 熊女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 號曰 檀君王儉

(인 : 웅녀 주원유잉,  웅내가화이혼지잉생자, 호왈 단군왕검)

또 조선 말 근대에 단재(丹齋) 신채호가 조선상고사 총론에서 역사를 구성하는 삼

대요소로 시(時)와 지(地)와 인(人)이라고 규정한 것이나13) 춘추전국시기 맹자(孟子)

가 천시(天時)와 지리(地理)와 인화(人和)로 총괄하여 인간세상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는 것에서14) 나타나듯이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셋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지형이 변

화하면서 사람들이 나고 죽는 세계의 틀이다. 공자(孔子)의 세계관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논어』에는 물러나고 피한다는 처세에 대해서 소인이나 소인이 정치하는 곳이

나 소인이 득세하는 세월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였다. 시절이 소인이 득세

하는 난세일 때 현명한 이는 그 시절 자체를 피해 은둔한다(賢者辟世). 다음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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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정치하는 지역인 곳에는 들어가지 않고(危邦不入) 혼란한 지역에도 살지 않으니

(亂邦不居) 이것이 지역을 피한다는 것이다(其次辟地). 이상은 천시(天時)를 보고 지

리(地利)를 보아 시절을 피하고 지방의 불리함을 피하는 차원이다. 다음으로 그런 시

절을 만들고 그런 지방을 다스리는 소인 자체를 피하는 차원이다. 교언영색(巧言令

色)이란 말이 있듯이 소인여부는 말과 용모에서 나타난다. 소인의 용모를 피하고[其

次辟色] 소인의 말을 피한다.[其次辟言] 이렇듯 은둔에도 천지인 삼재의 차원이 있다

고 하였다. 이렇듯 천지인 삼재적 구도는 사상속에도 깊이 내재되어있다.

Ⅲ. 전통문화에 내재된 유학의 원리

많은 전통문화가운데 영향을 받은 몇 가지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예로 가까이는 우

리가 매일 쓰고 읽는 훈민정음(訓民正音)과 국가상징인 태극기(太極旗)를 들 수 있

고, 성곽을 포함한 궁궐 등의 도시설계 및 건축문화, 사상의학(四象醫學)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하도와 더불어 낙서라는 도상도 사상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정

신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에는 음양론과 오행론이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음양론과 

오행론의 전거가 되는 유학의 경전으로 『주역(周易)』과 『서경(書經)』을 들 수 있다. 위

에서 언급한 문화유산에 내재된 유학의 원리를 살펴본다.

1.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원리를 설명한 해례의 가장 첫머리에 “천지의 도리는 음양과 오행일 뿐

이다.”15)라고 언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훈민정음 제자의 원리가 음양오행이라는 뜻

일 뿐 아니라 음양과 오행이 천지를 관통하는 보편적 원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은 앞서 언급한 천지인 삼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12)  『주역(周易)·계사하전』 :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罔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敎天下, 蓋取諸益.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13) 단재는 시간적 상속성과 공간적 보편성이라는 양대 속성을 만족하는 我와 非我와의 투쟁기록을 역사라고 하였다. 

14) 『맹자(孟子)·공손축(公孫丑)』 : 天時不如地利, 地利不如人和.

15) 『훈민정음해례·제자해』 :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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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재란 바로 우주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천지인(天地人)이고, 그 

작용이 음양과 오행인데 음양(陰陽)은 볕 양, 그늘 음으로 우주시간의 운행인 낮과 

밤이며 오행은 수화목금토라는 다섯 가지 기질 혹은 물질이다. 한글에서 ‘청’이란 글

자를 보면, ㅊ(치읓)은 초성(初聲)으로 맨 위에 있어 하늘에 해당하고, ㅓ(어)는 중성

(中聲)으로 가운데 있어 사람에 해당하고, ㅇ(이응)은 종성(終聲)으로 맨 아래에 있어 

땅에 해당한다. 이것은 바로 천지인이라는 세계관을 기초로 구성된 것이다. 또 ㅊ(치

읓)과 ㅇ(이응)은 아들에 해당하는 자음(子音)이고 ㅓ(어)는 어미에 해당하는 모음(母

音)으로 음양(陰陽)적 원리가 들어있다. 『훈민정음·해례』에서는 글자를 음양과 오행

의 원리에 의해 구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音 象形 기본자
가획이체

현재기준
五行 유사성 五聲 四時 五音

牙 舌根閉喉 ㄱ ㅋ 木
錯而長

섞이며 김

似喉而實

水生木
春 角

舌 舌附上腭 ㄴ ㄷ,ㅌ,ㄹ 火

銳而動

예리하며

움직임

轉而颺
轉展揚揚

夏 徵

脣 口 ㅁ ㅂ,ㅍ 土

方而合

모나며

합해짐

含而廣 季夏 宮

齒 齒 ㅅ ㅈ,ㅊ 金

剛而斷

강하며

끊어짐

屑而滯 秋 商

喉 喉 ㅇ ㅎ 水
邃而潤

깊고 젖음
虛而通 冬 羽

초성과 종성[자음]과 五行

三字 舌 聲 形 象 義 時 天地之數 五行位

ㆍ 縮 深 圓 天 開 子 天五 生土

ㅡ 不縮 不深不淺 平 地 闢 丑 地十 成土

l 不縮 淺 立 人 生 寅 无定數 无定位

중성[모음]과 三才

八聲 形 義 天地之數 五行位

ㅗ ㆍ,ㅡ 天地初交 天一 生水

ㅏ l,ㆍ 待人而成 天三 生木

ㅜ ㅡ,ㆍ 天地初交 地二 生火

ㅓ ㆍ,l 待人而成 地四 生金

ㅛ l , ㅗ 兼人再出 天七 成火

ㅑ l , ㅏ 兼人再出 天九 成金

ㅠ l , ㅜ 兼人再出 地六 成水

ㅕ l , ㅓ 兼人再出 地八 成木

중성[모음]과 陰陽五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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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의학(四象醫學)

사상의학은 동무(東武) 이제마(李濟馬)(1838-1900)에 의해 창시된 이론으로 『동의

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 소개되어있다. 사상의학은 기존의 오행론에 근거한 동양

의학체계를 음양론에 근거한 사상의학체계로 전환, 혁명적 가설을 제시한 한국의 문

화유산으로 사물을 사상(四象)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인간의 수양과 치료에 적용하고

자 하였다. 애노지기(哀怒之氣)는 양(陽)으로 순(順)히 동(動)하면 상승(上升)하고 희

락지기(喜樂之氣)는 음(陰)으로 순(順)히 움직이면 하강(下降)한다는 말과, ‘폐대이간

소자명왈태양인(肺大而肝小者名曰太陽人)’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의학의 

전편을 관통하는 것은 음양의 상하승강(上下升降)과 상호대대(相互對待) 원리이다. 

사상의학의 진정한 인문학적 의미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기관과 감정의 조절을 

말하려했다는 점이다. 이것을 장부론에서 밝히고 있다.

사상의학에서 인간이 외부에서 조달하는 음식에 내재된 기운은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溫)·열(熱)·량(凉)·한(寒)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인체의 장부도 각각 위

완(胃脘)·위(胃)·소장(小腸)·대장(大腸)과 폐(肺)·비(脾)·간(肝)·신(腎)의 넷

으로 구성된다. 인체의 내부에너지로는 진(津)·액(液)·고(膏)·유(油)와 신(神)·

기(氣)·혈(血)·정(精)의 넷이며, 인간의 감각기관도 이(耳)·목(目)·비(鼻)·구

(口)의 넷이며 인간의 느끼는 감정도 희(喜)·노(怒)·애(哀)·락(樂)의 넷이다. 인체

의 조직가운데 에너지가 머무르는 곳도 몸통의 전후로 각각 넷이니 앞은 함(頷)·억

(臆)·제(臍)·복(腹)이며 뒤는 두(頭)·견(肩)·요(腰)·둔(臀)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태양(太陽)·소양(少陽)·태음(太陰)·소음(少陰)이라는 대표적 명칭에 귀속되

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따라 사람도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니 그것이 바로 태양인(太陽人)·소양인(少陽人)·태음인(太陰人)·소음인

(少陰人)이다. 

태양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인간의 에너지 순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외부에너지 따뜻한 기운[溫]

장부(부) 위완

거친 에너지 津

저장부위[前身 턱[津의 저장소]

감각기관 귀[듣는 작용]

정미로운 에너지 神

저장부위 두뇌[神의 저장소]

감정 哀[슬픔]

내부장부 폐

외부조직 피부와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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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수세보원』에서는 음식물에 내재된 따뜻한 기운이 위완이라는 장부를 거치면

서 액화되면 이렇게 액화된 진액이 혀 밑의 턱 부위에 들어가 저장소[津海]를 만든

다. 이 저장소에 저장된 진액 중 맑은 기운이 귀를 통해 신(神)이라는 정미로운 에너

지로 변화하여 두뇌에 들어가 저장소[膩海]를 만든다. 이곳에 저장된 에너지 중 맑은 

것은 내부의 폐로 들어가고 탁한 것은 외부의 피부와 털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위완

과 혀와 귀와 두뇌와 피부와 털은 모두 폐의 무리들이다.16)  

이 과정가운데 주목해볼 것은 듣는다는 감각작용과 슬픔이라는 감정의 역할이다. 

사상의학의 감각작용은 이목비구라는 감각기관의 작용이다. 귀는 하늘의 운행처럼 

광활하고 넓게 듣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작용여하에 따라 혀 밑의 턱 부위에 들어

가 저장소[津海]에 들어있는 진액의 맑은 것을 뽑아내어 상초(上焦)를 충만하게 함과 

동시에 신(神)이라는 정미로운 에너지로 전환시켜 두뇌에 주입하여 저장소를 형성한

다.17)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체 내에 거칠게 저장되어있던 에너지인 진액[津]를 가장 

정미로운 에너지인 신(神)으로 전환하는 힘이 듣는 작용이라는 것이며, 그 때 그 신

(神)의 그 청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듣는다는 일상의 작용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상의학에서 감정의 작용은 장부와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 감정의 총체는 

희노애락이며 연관되어 주관하는 장부는 폐비간신이다. 폐가 슬픔이라는 감정에 영

향을 받게 되면 두뇌에 들어가 저장되어있던 맑은 즙[淸汁]을 흡입해서 폐의 근원을 

기르고 동시에 혀 밑의 턱 부위 저장소[津海]를 지켜 진액[津]을 더 모아준다. 혀 밑

의 턱 부위 저장소[津海]의 탁한 에너지는 위완(胃脘)이 상승(上升)하는 작용으로 모

아서 스스로를 보익하며, 머리의 두뇌에 있는 저장소[膩海]가운데 탁한 에너지는 머

리가 직신(直伸)하는 작용으로 연단하여 피부와 털을 만든다.18) 이 중에 주목할 부분

은 바로 감정의 역할이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따라 폐의 근원을 자양해주며 동시에 

혀 밑의 턱 부위 저장소[津海]를 지켜 진액[津]을 모아주는 정도를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사상의학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감각기관인 이목비구(耳目鼻口)의 작

용여하에 따라 정신기혈(精神氣血)의 질이 결정되고,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장부와 

연관된 감정의 중정여하에 따라 진액고유(津液膏油)의 충실도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사상의학의 우수성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기관과 감정의 조절여하에 건강한 

몸과 마음이 달려있음을 말하면서 유학의 윤리를 실용화하여 새롭게 제기했다는 점

이다. 

공자와 그의 수제자 안연의 인(仁)에 관한 문담에서 등장한 사물(四勿)19)이 윤리

론이라면 이제마는 이것을 생리론적 차원에서 살려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맹자(孟

子)』의 비인(鄙人)·나인(懦人)·박인(薄人)·탐인(貪人)에 사상인의 근거가 있으며, 

희노애락의 감정론은 『중용(中庸)』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주역(周易)』의 사상이론으

로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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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양오행론의 인문학적 의미

1. 태극기에 담긴 음양론의 인문학적 의미

태극이란 말 자체가 유학경전인 『주역(周易)』계사전의 ‘역유태극(易有太極)’에서 나

왔다. 그런만큼 태극의 사상은 음양(陰陽)이란 개념을 수반한다. 태극 속의 음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밤과 낮의 음양이며 하나는 남과 여의 음양이다. 음

양은 상대를 용납하지 않고 배척(排斥)하는 상승(相勝)적 일면과 상대의 도움을 필요

(必要)로 하는 상보(相補)적 일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밤이 오면 낮은 물러나야만 

한다. 반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한다.  

또 음양은 상호 전화(轉化)를 하며 상함(相含)한다. 전화(轉化)란 낮이 밤으로 바뀌

고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함(相含)이란 남자속에 여성성이 있고 여자 속에 

남성성이 있음이다. 그리고 이 음양은 모두 태극(太極)이라는 우주적 근원에서 나와 

이 근원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렇듯 음과 양으로 서로 다른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조화를 이루며 자기

의 중심(지향점)을 잡아 나가라는 것이 태극문양의 철학적 함의이다. 

자기의 세계적 지향점을 찾기 위해 타자는 꼭 필요한 것이다. 각자 자기 주관이 확

실하다고 집착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는 

것 천지비괘로 막힐 비괘이다. 비색(否塞)하다고 한다. 하늘의 자기 고집은 위에 있

고 땅에 자기 고집은 아래로 간다. 반면에 하늘이 아래 있고 땅이 위에 있어 서로 바

뀐 상태를 지천태괘라 하여 태평(泰平)하다고 한다. 자기 중심만 세운다고 하여 그 

자체가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체를 세우는 것이 나 혼자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간의 상호 균형의 지점에 자기 중심이 세워지는 것이

다. 그러므로 중(中)은 고정된 어느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자와의 

균형점으로 화(和)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모두 ‘내속의 너’, ‘너속의 나’ 라는 음

양적 개념으로 이해 가능하며 서(恕)라는 유학실천원리로 제시된다.

16)  이제마, 『동의수세보원·장부론』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淸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膩海, 膩海者 神之所舍也. 膩

海之膩汁淸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 故 胃脘與, 舌, 耳, 頭腦, 皮毛, 皆肺之黨也.

17) 이제마, 『동의수세보원·장부론』 : 耳, 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淸氣, 充滿於上焦, 爲神而注之頭腦, 爲膩　 積累爲膩海.

18)  이제마, 『동의수세보원·장부론』 : 肺, 以鍊達事務之哀力, 吸得膩海之淸汁, 入于肺, 以滋肺元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津海之濁滓則, 胃脘, 以上升之力, 取

其濁滓而以補益胃脘. 膩海海之濁滓則, 頭以直伸之力 , 鍛鍊之而成皮毛. 

19)  『논어』 : 顔淵問仁, 子曰, 克己復禮爲仁, 一日克己復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

雖不敏, 請事斯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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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서에 담긴 오행론의 인문학적 의미

 

유학의 핵심사상을 중(中)이라 할 때 중은 곧 중용인데 이 중용이라는 것은 눈에 보

이지 않는 사상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할 때 

중용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화(和)와 더불어 또 다

른 하나가 바로 평(平)이란 개념이다.  

유학의 경전인 사서(四書)가운데 맨 처음 과정에서 학습하는 『대학(大學)』의 대체적 

강령(綱領)과 구체적 조목(條目)가운데 가장 마지막 과정의 목표도 평천하(平天下)이

다. 평천하의 평은 세계의 패권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익(李瀷)은 평천하의 의

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다. 

“나라는 천자의 기내(畿内)로 천리(千里)의 지역이니 천자가 스스로 다스리는 구

역이다. 천하(天下)란 제후의 나라를 통합해서 말한 것이다. 천자가 다 다스릴 수 없

기 때문에 제후들이 다스리게 하면서 천자의 거느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천하평(天下

平)의 평(平)은 저울대의 평평한 것과 같으니 중국이 이미 다스려지면 천하의 나라도 

따라서 다스려져 높고 낮은 차별이 없는 것이 마치 저울대가 평평한 것과 같은 것이

다.”20) 

이익의 견해처럼 평(平)은 형평(衡平)으로 무게를 재는 저울대가 한쪽으로 기울어

지지 않고 평평함을 뜻한다.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평천하

라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적 차원의 여러 분야 간의 균형 있는 형평성을 

말한다. 형평은 단순히 법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형평

인데 이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무게를 지닌 다양한 물건을 저울질해야한

다. 저울을 제대로 달아 저울대가 평평해 지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 중심을 잡을 것

인지가 나와야하는데 이 지점이 추상적 중용의 구체적 현현이고 그것이 평(平)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잘 드러내주는 그림이 바로 낙서(洛書)이다. 동양의 낙서라는 그

림은 전설에 우(禹)임금이 9년 홍수를 당해 치수(治水)사업을 할 때 신비한 거북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등에 숫자모양이 새겨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에 하도(河圖)라는 그

림이 있어 하도를 선천 낙서를 후천에 대비해놓고 이야기를 한다. 

『서경(書經)』의 홍범(洪範)편에 의하면 오행(五行)학설은 원래 우임금시절에 정립된 

정치학설로서 가치를 지닌다.21) 음양론과 짝이 되는 오행론의 오행은 ‘다섯 오(五)’와 

‘다닐 행’, ‘갈 행’, ‘움직일 행(行)’을 해서 오행인데, 오행은 물, 불, 나무, 쇠, 흙 즉 수

화목금토(水火木金土) 다섯 가지를 말한다. 순서적으로 일왈수(一曰水)요, 이왈화(二

曰火)요, 삼왈목(三曰木)이요, 사왈금(四曰金)이요, 오왈토(五曰土)이다.22) 맨 먼저 

물, 다음에 불, 다음에 나무, 다음에 금, 맨 나중이 토이다. 



57한국전통문화에 내재된 유학의 원리와 현대적 가치

낙서의 수를 보면 세계사회의 모든 존재자가 타고난 

내적 성향과 외적 환경의 수치가 같을 수가 없다. 정말 

각각 다른데 유유상종으로 관계망을 구성하여 이들의 균

형점을 찾아 저울질을 하려면 매개해 줄 수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인(大人)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한가운데 5에 들

어가서 정치적 구심점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니 『주역(周易)』에서 이를 

구오대인(九五大人)이라고도 한다.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은 나라별, 인종별, 민족별로 각각 형상, 개성, 직업, 능력, 

기호, 신념 등등 서로 다르다. 국가적으로는 사회통합의 리더십이고, 세계적으로는 

각각 다른 문화들의 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면을 찾아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의 

평(平)의 문제가 대두된다. 

Ⅴ. 현대사회의 과제와 유학의 가치

지금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또 

어떤 의미와 유용성을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진

정한 유학의 관점이다. 인간이 겪는 보편적 문제와 21세기라는 시대적 주요 문제를 

주제별로 볼 때 대략 아홉 가지 내외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세계의 공간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지구촌의 시대라는 큰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문화체계 간의 어울림이라는 다문화의 문제이다. 둘째는 지구온난화라는 기

후변화에 따른 생태파괴의 문제이다. 셋째는 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넷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린 가족제도의 변화

에 따른 문제들로 고령화, 세대, 효의 문제 등이다. 다섯째는 인간의 통시대적 주제

인 삶과 죽음과 관련한 종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섯째는 과열되어있지만 방향성

을 잘 잡아야 하는 가치관으로서의 교육의 문제이다. 일곱째는 전통문화 속에 다양

4

五紀

9

五福

2

五事

3

八政

5

皇極

7

稽疑

8

庶徵

1

五行

6

三德

20)  이익(李瀷), 『大學疾書(대학질서)』 : 國者天子畿内千里之地天子之自治也. 天下者統言諸侯之國. 天子不能皆有以自治使諸侯治之而綂於天子. 故下文言天下平平如衡之平. 

中國旣治天下之國亦従而治無有髙低之別如稱物而衡平也.

21)  『서경(書經)·홍범(洪範)』 :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敍. 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六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

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威用六極. 

22) 『서경(書經)』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제 1조목인 오행(五行)에 ‘一五行은 一曰水요 二曰火요 三曰木이요 四曰金이요 五曰土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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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 스며들어있는 문화예술과의 관계이다. 여덟째는 자신의 처세와 타인을 지

도와 정치적으로 국민을 통합해나가는 리더십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환경에서 고민되는 남북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주제들을 관통하여 해석

하고 대안의 제시할 수 있는 원형을 유학의 원리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여 규정하고 그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학문, 동시에 

현실을 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中)의 원리가 담긴 가르침이자 글자가 바로 

유(儒)이다. 대표적 유교경전의 중용과 대학에서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화(和)와 

평(平)이다. 화는 본성인 중이 현실에서 적절히 조화롭게 발현되어 세계 어느 곳이든 

소통할 수 있는 가치이다. 평은 수신을 미루어 세계시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정치원리이다. 그리고 이 둘의 연원은 바로 서경과 주역의 중(中)이다. 

훈민정음 맨 첫 머리에서도 ‘천지의 도는 모두 음양오행의 이치일 따름이다’라고 주

장하였듯이 유학의 세계관은 음양과 오행으로 표출된다. 음양이란 화(和)를 지향하는 

세계관이며 오행이란 평(平)을 지향하는 세계관(世界觀)이다. 그 가운데 낙서의 오행

이 현실적 차원에서 형평의 ‘평(平)’이라면 태극의 음양은 철학적 차원에서 조화의 ‘화

(和)’이니 평화(平和)란 단순히 전쟁(戰爭)의 반대가 아니다. 세계인이 각자의 규모에 

맞게 중심을 잡으며 상호 조화를 이루어나가라는 사상이 들어있다. 이 평(平)과 화

(和)는 현대세계의 문제를 바라보고 방향을 제시할 대 원칙으로서의 현재적 가치이자 

유교사상의 연원인 중(中)의 또 다른 이름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자연과 인간, 자본과 인간, 부부와 자녀, 노인과 청년, 삶

과 죽음, 교수와 학습, 철학과 문예, 수기와 치인, 남한과 북한 등의 상대적 관계에서 

어떤 지향점을 이루어낼 것인지의 문제이다. 

대표적 예로 생태문제와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관의 문제등과 관련해서 

통찰해 볼 때 이런 가장 문제가 크고 심각한 있는 것은 물(物)과 신(神)의 불균형이

다. 현대 자본주의사회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적 영역과 신적 영역에 있어서 한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물적 영역으로 쏠려있다. 사람들의 심성까지 물성화

되어 있는 정도가 심각한데, 만약 큰 차원에서의 건강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물질의 

발달과 정신건강 사이의 새로운 균형잡힌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다 병들 수 

밖에 없다.

밤만 지속되도 생명이 죽고 낮만 지속해도 마찬가지이듯, 어느 한 편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결국은 반대도 쏠린다. 몸으로 보면 육신이 병이 들면 정신이 성하지 못하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를 몸으로 놓고 보면, 이것들 간에 악순환이다. 그래서 

이 세계가 나갈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 사상

이란 것이 결국은 큰 틀에서 음양조화인데 조화라는 것은 대척점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무작정 합치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을 가지고 상호 화해(和諧)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방향성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우리나라 태극문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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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는 음양 조화라는 화(和)의 사상이다. 대척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보적인 중심점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Ⅵ. 결론

이상에서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에 내재된 유학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유학에 대

한 문화적 접근은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된 근본원리

가 음양과 오행임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음양론과 오행론의 인문학적 의미를 대표성

을 띤 ‘화평(和平)’으로 이야기해보았다. 이런 평(平)이나 화(和)는 좀 더 깊이 인간의 

관계에서 생각해볼 때 서(恕)라는 원리와 상통한다. 『논어』에 자공이 ‘종신토록 마음

에 새겨두고 행할만한 한 마디’를 묻자 공자는 ‘서(恕)’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고 부연하였으며, 증자 또한 공자의 일관된 도(道)에 

대해서 충서(忠恕)라고 규정하였다. 만일 인간이 보편적 마음씨인 서(恕)의 평등원리

를 부정한다면 인류는 상호 이해·소통·합의의 천부적 근거를 잃는 셈이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길은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문명 

사이에 일종의 중용과 절제를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중용과 절제를 

통한 상호조화는 인간의 마음 씀에 달려있음을 『중용(中庸)』에서 중화(中和)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문명은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의식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천지만물까지 파괴되는 큰 차원의 전쟁 아닌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유학

은 현대 인류에게 객관적 세계의 원리 뿐 아니라 주관적 심성의 참모습도 성찰하면서 

조화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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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기호유교자원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체계 구상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후연구원

국문요약

한국의 전통문화권 개발에 있어,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경

기도와 충청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했을 때 문화적·지리적 차원에서 균등

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파주는 논산과 함께 핵

심거점이 될 것이다. 

파주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은 문화콘텐츠적 접근이 효과적인데, 이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 개념으로 ‘지자체 문화콘텐츠’ 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 파주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서 이 개념을 적용시켜 체계성을 갖춘 OSMU방식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

면, 지역에서 기호유교문화를 활용한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다.

주제어 : 기호유교문화권, 이이, 성혼, 송익필, 지자체 문화콘텐츠, OSMU, OTSMU, OUSMU

Ⅰ. 서 론

21세기를 일컬어 ‘문화의 세기’라 한다. 21세기에는 문화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국

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한 실천의 핵심장소는 다름 아닌 ‘지역’이 

된다. 구체적인 장소를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문화사업이 지역이라는 영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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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소형 문화사업은 추진주체가 정부일지라도 실

질적인 효과는 지자체가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화사업적 측면에서 지역은 ‘문

화를 담은 그릇’이나 다름없으며, 이러한 그릇으로써 지역은 그만큼 문화진흥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의 지자체들은 21세기의 시작기인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전통문화자

원을 활용한 각종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전

통문화권에 대한 개발사업이다. 그런데 15년이 넘게 국가예산을 투입해 전통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기호유교문화권이라는 거대권역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 상황에 주목한다.

본고의 핵심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의 필요성을 살피고, 그 핵심거점의 하나인 파

주의 기호유교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OSMU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 여기서는 기존 문화산업계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달리, 지자체 차원에서 파주시의 

여건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개발방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파주를 기

호유교문화권의 핵심거점다운 지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밑그림을 그려내

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국내 전통문화권 개발사례와 기호유교문화 개발의 추

진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파주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을 이해하고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개념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파주 기호유교문

화권 개발에 적합한 원천소스를 선정한 다음, 이것을 활용한 OSMU방식의 문화콘텐

츠 개발 체계와 운영방안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Ⅱ.  전통문화의 개발권역과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의 추진상황

우리나라에서 유교문화권이라는 것은, 조선조 유교사회가 남긴 유·무형문화가 현

존하는 권역을 말한다. 이러한 권역적 특징에 따라 유교문화권을 구분하면 크게 영남

유교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으로 나눈다. 영남유교문화권은 영남학파들이 남긴 유

교문화의 현존권역, 기호유교문화권은 기호학파들이 남긴 유교문화의 현존권역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영남유교문화권은 퇴계이황과 그 제자들이 남긴 문화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 영남유교문화권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대표적 전승지인 안동이 

쇠퇴한 지역경제를 문화관광산업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영남

유교문화권을 주제로 대규모 관광개발을 했다는 점이다.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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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국책사업단위로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유무형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의 

사업대상지역은, 이를 통해 문화의 진흥과 경제수익을 창출해나가는 문화경제도시로

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과 같은 정부 지원의 전통문화 권역개발은 이미 여러 곳

에서 추진되었거나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진입시기에서 ‘문화

는 경제생산의 신성장동력’이라는 가치를 인식하면서 전통문화권에 대한 관광개발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경북 북부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충

남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충북의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전

남의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모두 정부와 지

자체의 매칭펀드형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지원했기에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기 추진된 한국의 전통문화권 개발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호유교문화권은 현대사회의 기술과 

사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권역으로, 문화적·관광적 개발가치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호유교문화는 율곡이이와 그 제자들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어느 사상문화보다 실천적·진보적·실용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호학파 학자들이 남긴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위로는 개성으로부터 아래로는 충청도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호유교문화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 가장 합리적인 현실

인식을 갖춘 사상문화이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문화권 중 가장 넓은 범위임을 말하

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권 개발에 기호유교문화권이 빠져

있는 것은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아까운 부분이다.

정부가 그동안 기호유교문화권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지자체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충청남도에서 2007년에 백제문화권개발의 후속사업으로 

‘충남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타당성을 정부에 지속적

으로 요청하기도 했다.1) 하지만 예산을 조달하지 못해 이 사업은 표류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호유교문화권에 속한 충청권 지자체들이 연대하여 개발사업 추

진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충남이 독자적으로 주도한 기존 계획을 크게 확

대시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충청유교

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2) 수립 완료한 것이다. 4개 지자체로 구성된 기호유교문화권

의 개발주체들은 앞으로 이 계획을 토대로 정부에 사업예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의 중요성을 9년 동안 줄기차게 설명할 동안, 같은 

권역에 있는 경기도는 무엇을 했는가. 경기도는 정책적 차원에서 거의 한 것이 없다

고 봐도 무방하다. 필자가 2010년에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20쪽 보고서를3) 발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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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 전부나 다름없다. 필자는 이 보고서를 시작으

로 본격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경기도는 기호유

교문화권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경기도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문화권의 비

주류는 절대로 아니다. 충남 논산이 사계 김장생의 활동무대로서 기호유교의 ‘본거

지’로 본다면, 경기도 파주일대는 기호유교의 창시자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배

출한 곳으로, 기호유교문화의 ‘발상지’로4) 볼 수 있다.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쳐서 일

컫는 ‘기호지방’이라는 명칭처럼 기호유교문화권도 경기도와 충청도의 유교문화를 합

친 권역으로, 권역 안의 두 지역의 위상은 대등하다. 특히, 문화권 안에 발상지와 본

거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문화적 차원에서도 분리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기호유교문화권이라는 권역의 문화적 특징에서도 드러나듯이, 경기도는 기호유교

문화권 개발을 충청도와 함께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약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이 경기도와 충청도가 함께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파주’가 개발

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파주는 기호유교의 창시자인 이이와 성혼을 배

출한 곳으로, 그들의 묘가 자리 잡은 지역이며, 기호유교 관련 문화유산이 경기도에

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위상의 측면에

서 파주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대상지의 핵심거점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

Ⅲ. 파주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과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념 적용

전통문화권 개발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원은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복원·정비된 

문화재가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전통문화권 개발에 있어, 주제에 상응

1)  총 기획예산은 5,230억원(국비 2,230억원)으로 논산시의 연산권, 노성권, 강경권을 대상으로 관련 문화자원을 재정비하고, 전통숙박시설을 건립하고, 관련 연구기관 설립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내용이었다(이정훈·김진형, 2010, 『경기 서북부 기호유교문화권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p. 3.).

2)  이 계획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립한 것으로 2016년 6월에 완료되었다. 계획내용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국비 3,548억원을 포함, 총 7947억원이 투입될 것으

로 계획되어 있다. 34개의 개발사업과 13개의 진흥사업 등 충청권 천제 총 47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사업예산에서 대전이 3건 661억원, 세종이 2건 169억원, 충남이 16건 

3,300억원, 충북이 13건 302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2016년 8월 3일자), 「뒤늦은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 꼭 관철시켜야」).  

3) 이정훈·김진형, 앞의 보고서.

4) 위의 보고서,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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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많은 지자체는 개발사업에 그만큼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에 반해 문화재를 적게 보유한 지자체는 관련 문화재의 복원·정비 외에 또 다른 

관광매력물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이다.

기호유교문화권의 핵심거점을 개발할 때, 논산은 관련 문화재가 풍부하지만, 파주

의 경우에는 논산에 비해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파주는 기호유교문화권 개

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에 산재한 기호유교 관련 문화재를 복원·정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문화인프라 및 관광매력물의 개발도 절실히 필요하다. 여기서 후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문화콘텐츠화’가 주목된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의 문

화콘텐츠화 작업은 문화산업계의 작업과 달리, 지자체의 여건과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가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문화산업계의 문화콘텐츠상품 개발과 달리, 

기획의 초기단계에서 별도의 ‘정확한 이해 및 설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로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육성기반을 이해하고 해당 지자체가 어떤 육성기반인지를 정확

히 이해하는 것, 둘째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념 중 추진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맞는 

적합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설정하지 않고 문화

산업계처럼 문화콘텐츠를 개발했다가는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왜냐

하면 지자체의 여건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콘

텐츠 개념을 설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사회

의 문화·경제적 기능 발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요구된다.

먼저, 문화콘텐츠의 육성기반이란 문화콘텐츠가 기획되고 개발되며 소비되는 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환경이다.5)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이 크게 ‘정부

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과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 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알고 있지

만,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문화콘텐츠를 산업사회의 상품으

로 인식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상품으로 인식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공유자

원으로 인식하는 곳이 있고, 상품과 공유자원을 함께 인식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는 독자적인 하나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데 반해, 후자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차이로 인해 여러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6)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의 유형구분에 적용되는 층위를 크게 

‘상위유형’과 ‘하위유형’으로 범주화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상위유형은 정부의 문화

5) 김진형, 2014, 「문화콘텐츠의 육성기반과 판문화의 가치 적용」, 『민속연구』 2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p. 99.

6) 위의 논문,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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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육성기반과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 등 두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위유형은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에만 형성된 것으로, ① 산업진흥을 추구

하는 기반, ② 문화진흥을 추구하는 기반, ③ 산업과 문화의 나란한 진흥을 추구하는 

기반 등 세 기반으로 나눌 수 있다.7) 셋으로 형성된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 

중 ③은 법률에 명시된 ‘문화와 경제의 공동성장’이라는 문화콘텐츠 개발의 궁극적 

취지가 반영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의 핵심내용을 집

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육성기반명 개발양상 기능 사례

①  산업진흥을    

추구하는 기반

정부처럼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여 상품으로 판매

지자체의 

경제수익 창출

정부가 지정한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단지가 들어선 지자체

②  문화진흥을    

추구하는 기반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비디지털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유

지자체의 

문화진흥

정부의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

③  산업과 문화의 

나란한 진흥을 

추구하는 기반

①과 ②의 개발양상이 

모두 나타남

①과 ②의 기능이 

모두 나타남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가 들어서 있고,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강한 지자체

<표 1> 지자체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의 하위유형 내용 정리표8)   

위 세 가지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을 고려해 볼 때, 파주는 ③산업과 문화의 나란

한 진흥을 추구하는 기반을 갖춘 지자체에 해당된다. 파주는 출판산업클러스터가 들

어서 있는 곳으로, 경기도에서 3번째로 많은 360여개의 콘텐츠기업이 활동하고 있

다.9) 파주는 이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유형 중 출판콘텐츠산업을 중

점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율곡이이를 주

제로 한 축제, 교육, 전시와 같은 문화콘텐츠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화

콘텐츠적 측면에서 경제진흥의 기능에 비해 문화진흥의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

만. ③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것은 틀림없다. 파주는 기호유교문화권을 문화콘텐츠

적 차원에서 개발할 때, 해당 지자체가 ③의 기반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기반

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7) 위의 논문, pp. 100~101.

8) 김진형, 2015, 『문화콘텐츠와 멀티유즈 전략』, 민속원, pp. 105~107.

9) 아주경제(2016년 1월 18일자),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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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념 중 추진사업의 목표와 내용

에 맞는 적합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파주시의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화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드는 디지털콘텐츠산업화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왜

냐하면 파주의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화는 경제수익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을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문화콘텐츠 개념인 ‘디지

털 내용물’이 아닌, 지자체와 인문콘텐츠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인  ‘문화를 담

은 내용물’이라는 광의적 개념을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입장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선택과 집중

을 용이하게 하는 ‘지자체 문화콘텐츠’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문화콘텐츠란, 지역이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지역문화를 소재로,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을 통한 문화·경제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과 비디지털 매체를 

함께 활용해서 개발되는 다양한 콘텐츠이다.10)

위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지자체 문화콘텐츠 개념은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하여 문화적·경제적·관광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용이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파주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에 이 개념을 응용시키면, ‘파주시’

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파주의 기호유교문화’를 소재로, ‘파주시’와 ‘파주시민’의 문화

적·경제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과 비디지털 매체를 함께 활용해서 개발되는 

다양한 콘텐츠라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0) 김진형, 2014,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멀티유즈화 현상과 지역문화적 가치」, 『인문콘텐츠』 32, 인문콘텐츠학회,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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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주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 개발의 

     원천소스와 OSMU 체계 구상 

1. 원천소스의 선정

문화콘텐츠 개발은 일반적으로 원천소스의 선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지자체 

차원의 문화콘텐츠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먼저, 파주시의 기호유교문화

권 문화콘텐츠사업에 필요한 원천소스를 추출해 보자. 지자체의 문화콘텐츠사업에서

의 원천소스는 문화적으로 독창적이고 모범적이고 위대하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원천소스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 입각해 선정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층위는 ‘유형(type)으로 된 문화’ 차원의 층위이다. 이 층위는 눈

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엄연히 인식되는 문화가 속한 층위이다. 이 층위에 

속한 대표적인 예로 민속문화, 도교문화, 불교문화, 기독교문화 등을 거론할 수 있

다. 이로 볼 때, 파주에는 다양한 유형적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고문화, 불교문화, 왕실문화, 기호유교문화 등이다. 이 층위에 입각하면, 파주 기

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 개발에서는 ‘기호유교문화’ 그 자체가 원천소스인 것이다. 

두 번째 층위는 ‘낱개(unit)로 된 문화’ 차원의 층위이다. 이 층위는 만질 수 있거

나, 만질 수는 없어도 눈에 보이는 문화가 속한 층위이다. 이 층위에 속한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에 산재한 건축물, 불상, 성곽 등과 같은 유형문화재, 민속놀이나 전통기

술과 같은 무형문화재, 지역의 역사인물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에

는 청동기의 지석묘군을 비롯하여 불상, 성곽, 왕릉, 서원, 향교, 묘, 신도비 등과 같

은 유형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전통화살과 옥장신구 제작기술 등의 무형문화재도 전

승되고 있으며, 왕실과 불교와 유교에 관련된 수많은 역사인물도 있다. 이 층위에 입

각하면 파주 기호유교문화권의 문화콘텐츠 개발에서는 기호유교 관련 문화재와 관련 

역사인물이 원천소스가 될 수 있다. 먼저 파주의 지정문화재 중 기호유교문화 관련 

대상을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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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분 명칭 지정별 지정번호 소재지

국가 이이유적 사적 제525호 법원읍 자운서원로 204

경기도

화석정 유형문화재 제61호 파평면 화석정로 152-72

자운서원묘정비 유형문화재 제77호 법원읍 자운서원로 204

황희선생영당지 기념물 제29호 문산읍 반구정로 85번길 3

황희선생묘 기념물 제34호 탄현면 정승로 88번길 23-67

성혼선생묘 기념물 제59호 파주읍 성현로 60-20

이세화선생묘 기념물 제60호 문산읍 장승배기로 61번길 52-27

윤곤선생묘 기념물 제106호 파주읍 용지안길 103-2

허준선생묘 기념물 제128호 진동면 구암로 205

심지원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37호 광탄면 혜음로 930

정연묘 기념물 제139호 탄현면 법흥로 39

김덕함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44호 적성면 무건리 산1

춘곡 정탁묘역 기념물 제173호 월롱면 덕은리 산15

파산서원 문화재자료 제10호 파평면 파산서원길 24-40

교하향교 문화재자료 제11호 쇠재로 91

반구정 문화재자료 제12호 문산읍 반구정로 53-85

파주향교 대성전 문화재자료 제83호 파주읍 향교말길 56-83

사재 김정국 묘역 문화재자료 제122호 진동면 하포리 산123, 124

용재 성현 묘역 문화재자료 제130호 문산읍 문현말길 274-18

파주시

용주서원 향토유적 제1호 월롱면 용주서원길 21-6

적성향교 향토유적 제3호 적성면 감악산로 1311-20

김석몽처 남평문씨열녀문 향토유적 제4호 파주읍 정문로 578

봉서리 충신열녀문 향토유적 제5호 파주읍 봉서리 산94-1

청풍김씨 열녀비 향토유적 제7호 월롱면 휴암로 335번길 186

최홍원묘 및 신도비 향토유적 제9호 앞골길 213-46

이주·이광정묘 및 신도비 향토유적 제12호 조리읍 정문로 77-25

화평옹주·박명원묘 및 신도비 향토유적 제13호 파주읍 파주1리 산57-1

화완옹주 및 정치달묘 향토유적 제14호 문산읍 반구정로 46

성임묘 및 신도비 향토유적 제17호 문산읍 문현말길 400

황정욱묘 및 신도비 향토유적 제19호 탄현면 정승로 12

성사영묘 향토유적 제20호 광탄면 보광로 930-17

이세령가문충신열녀정려편액 향토유적 제21호 가온로 206

미수허목선생암각문 향토유적 제22호 적성면 장좌리 141

청원군 이간 묘역 향토유적 제23호 교하로 1335

장포 김행 묘역 향토유적 제24호 문산읍 휴암로 531번길 68-24

평도공 박은 묘역 향토유적 제25호 문산읍 당동2로 74-16

창원군 이성 묘역 향토유적 제27호 교하로 1071

정곤수 묘역 향토유적 제28호 진동면 하포리 산138

허조 묘역 향토유적 제29호 문산읍 이천리 산2

장수황씨 열성공 묘역 향토유적 제32호 탄현면 금승리 산 3-2

격쟁문서 향토자료 제1호 탄현면 금승리 산3-2

<표 2> 파주시 기호유교 관련 문화재 현황11)

다음으로, 파주에서 기호유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인물은 방대하기 때문

에, 파주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되고 있는 기호유교 관련 주요 역사인물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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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제시한다.

“이이, 황희, 신사임당, 성혼, 백인걸, 허준, 송익필, 

김정국, 김행, 노사신, 이세화, 성현, 황보인”

파주의 기호유교문화와 관련하여, 낱개로 된 문화로서의 원천소스는 실로 방대하

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과

의 친연성, 사상적 모범성, 국가적 위대성이라는 세 기준을 중심으로 원천소스를 살

펴볼 때, 이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원천소스는 역사인물로서 파주삼현에 해당하는 

‘이이’, ‘성혼’, ‘송익필’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역사인물이 파주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의 핵심적인 원천소스가 되는 것에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유형(type)으로 된 문화’ 차원의 층위에 속한 원천소스인 ‘기

호유교문화’와, ‘낱개(unit)로 된 문화’ 차원의 층위에 속한 원천소스인 ‘이이’, ‘성혼’, 

‘송익필’을 멀티유즈 체계 구상에 활용될 원천소스로 선정하겠다.  

2. OSMU 체계의 구상

문화콘텐츠사업에서 OSMU란, 1차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

대화시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원래 1970년대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계와 일

본의 미디어 산업계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한 문화상품들을 

많이 생산해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8년에 (주)한글과 컴퓨터의 세계화 전략으로 

OSMU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12) 그 뒤부터 문화콘텐츠산업계를 중심으로 콘

텐츠 개발의 핵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자체에서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때 OSMU 전략을 사전에 적용시키

지 않았음에도 OSMU 방식처럼 개발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전략이 부재한 상

태의 간헐적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OSMU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관찰자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OSMU적 시각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일

정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체계를 다각도로 살펴볼 때만 발견될13) 수 있는 것이다.

11) 본 현황표는 파주시 지정문화재 현황자료(2016. 06) 내용 중 기호유교 관련 문화재를 연구자가 재정리한 것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12) 김진형, 2013a, 「지방문화콘텐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멀티유즈(Multi Use) 구성체계」, 『비교민속학』 50, 비교민속학회, pp. 341~342.

13) 김진형, 앞의 책,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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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전국을 단위로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멀티유즈화 현상분석을 수행했는데, 

이 때 10개 조사지가 모두 공유하는 유형, 그리고 2개 이상의 조사지에서 공유되는 

유형을 기준으로 멀티유즈 핵심유형을 도출했다.14)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 문화콘텐

츠는 크게 지자체 주도 콘텐츠와 민간 주도 콘텐츠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지자체 

주도 콘텐츠 범주에서 축제+공연+전시+교육+테마파크+문화디자인+캐릭터 등 7

개 유형, 민간 주도 콘텐츠 범주에서 출판+기념품+식품 등 3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다만, 이렇게 도출한 10개의 지자체 문화콘텐츠 유형은 어디까지나 공통분모에 의한 

일반적 차원의 유형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멀티유즈 핵심유형은 지자체 문

화콘텐츠 개발의 목표, 개발자가 지닌 관심의 범위, 지역의 콘텐츠산업 인프라 등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15)

지자체 문화콘텐츠 개념에 따른 콘텐츠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

전 기획단계에서 멀티유즈 핵심유형을 토대로 OSMU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OSMU 전략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것은 ‘OSMU 구성체계’인데, 그 핵심내용은 아래

의 표와 같다.

상위범주 OSMU (One Source Multi Use)

중간범주
OTSMU 

(One Type Source Multi Use)

OUSMU 

(One Unit Source Multi Use)

하위범주 단수형 개발 복수형 개발 단수형 개발 복수형 개발

<표 3>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OSMU 구성체계 정리표16)

위 표에 따르면, OSMU는 크게 OTSMU와 OUSMU로 이분화 된다. 이중 OTSMU

는 하나의 유형적인 형태의 소스인 OTS(One Type Source)를 멀티유즈 핵심유형

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OUSMU는 하나의 낱개형태로 이루어진 소스

인 OUS(One Unit Source)를 멀티유즈 핵심유형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여

기서 OTSMU와 OUSMU는 다시 단수형 개발과 복수형 개발로 이분화 된다. 이중 

OTSMU의 단수형 개발은 OTSMU 방식의 지자체 문화콘텐츠를 지역에 하나만 개발

한 형태이며, 복수형 개발은 여러 가지로 개발한 형태이다. 다음으로 OUSMU의 단

수형 개발은 OUSMU 방식의 지자체 문화콘텐츠를 지역에 하나만 개발한 형태, 그리

고 복수형 개발은 여러 가지로 개발한 형태인 것이다.17)

이 논리를 바탕으로, 파주 기호유교문화의 문화콘텐츠사업에 가장 적합한 OSMU 

구성체계를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OTSMU의 단수형 개발 + OTSMU의 복수형 개발 

파주의 기호유교문화 문화콘텐츠사업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형으로 된 문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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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층위에서 형성된 ‘기호유교문화’가 원천소스가 되며, 낱개로 된 문화 차원의 충

에서 형성된 ‘이이’, ‘성혼’, ‘송익필’이 원천소스가 된다. 여기서 기호유교문화는 OTS

가 되며, 이이, 성혼, 송익필은 OUS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주의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의 원천소스를 볼 때 OTS는 한 가지이며, OUS는 여러 가지가 된다. 

먼저, 기호유교문화를 활용하여 멀티유즈 핵심유형에 따라 OTSMU의 단수형 개발

의 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OTS 기호유교문화

MU

지자체

 주도

축제콘텐츠 한국기호유교문화축전

공연콘텐츠 뮤지컬 ‘기호학파’

전시콘텐츠 한국기호유교박물관

교육콘텐츠 한국기호유교아카데미

테마파크콘텐츠 한국기호유교테마파크

문화디자인콘텐츠 지역 내 기호유교를 형상화시킨 각종 문화디자인

캐릭터콘텐츠 기호유학자 캐릭터

민간

주도

출판콘텐츠 한국기호유학대계

기념품콘텐츠 기호유교 디자인이 적용된 관광기념상품

식품콘텐츠 기호유학의 정체성을 가미시킨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표 4> 파주 기호유교문화 문화콘텐츠사업의 OTSMU 단수형 개발 구상표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기호유교문화를 활용한 OTSMU의 구상은, OTS를 중심으

로 연계되는 모든 연계콘텐츠에서 기호유교문화의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

다. 가령, 기호유교문화는 언제 형성되었는가? 기호유교문화는 영남유교문화와 비교

할 때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가? 기호유교문화는 조선조의 정치·경제·사회·사상

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기호학파의 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당대 이들의 위

상은 어땠는가? 기호유교문화는 우리의 미래문화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이들 문화콘텐츠들이 명쾌한 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의 답은 지자체 주도 콘텐츠 범주의 연계콘텐츠들이 제공한다. 

기호유교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콘텐츠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파주시민들은 지

역문화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관광객들은 문화관광의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기서 관광객들은 기념품콘텐츠와 식품콘텐츠 구입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재방문

의 동기가 유발된다. 

14) 김진형, 2013b,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가치제고를 위한 멀티유즈 체계 적용방안」,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pp. 46~122 참조.

15) 김진형, 2013b, 앞의 논문, 154~155쪽.

16) 이 표는 필자가 수립한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멀티유즈 구성체계’의 전체내용 중 OSMU 구성체계만 재정리한 것이다(김진형, 2013a, 앞의 논문, p. 361).

17) 김진형, 앞의 책,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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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이, 성혼, 송익필을 활용하여 멀티유즈 핵심유형에 따라 OUSMU의 

복수형 개발의 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OUS 율곡이이, 우계성혼, 구봉송익필

MU

율곡이이

지자체 

주도

축제콘텐츠 율곡문화제(현재 매년 개최 중)

공연콘텐츠 ‘뮤지컬 율곡 이이’

전시콘텐츠 율곡기념관(현재 운영 중)

교육콘텐츠 율곡아카데미(현재 운영 중)

테마파크콘텐츠 율곡테마공원

문화디자인콘텐츠 지역 내 율곡선생의 일대기를 형상화시킨 디자인

캐릭터콘텐츠 율곡캐릭터

민간

주도

출판콘텐츠 율곡 저서, 율곡 관련 현대 출판물

기념품콘텐츠 율곡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상품

식품콘텐츠 농산물식품브랜드 ‘율곡표’ 협동조합 구성·운영

우계성혼

지자체 

주도

축제콘텐츠 우계문화제

공연콘텐츠 ‘뮤지컬 우계 성혼’

전시콘텐츠 우계기념관(현재 운영 중)

교육콘텐츠 우계아카데미

테마파크콘텐츠 우계테마공원

문화디자인콘텐츠 지역 내 우계선생의 일대기  형상화시킨 디자인

캐릭터콘텐츠 우계캐릭터

민간

주도

출판콘텐츠 우계 저서, 우계 관련 현대 출판물

기념품콘텐츠 우계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상품

식품콘텐츠 농산물식품브랜드 ‘우계표’ 협동조합 구성·운영 

구봉송익필

지자체 

주도

축제콘텐츠 구봉문화제

공연콘텐츠 ‘뮤지컬 구봉 송익필’

전시콘텐츠 구봉기념관

교육콘텐츠 구봉아카데미

테마파크콘텐츠 구봉테마공원

문화디자인콘텐츠 지역 내 구봉선생의 일대기를 형상화시킨 디자인  

캐릭터콘텐츠 구봉캐릭터

민간

주도

출판콘텐츠 구봉 저서, 구봉 관련 현대 출판물

기념품콘텐츠 구봉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상품

식품콘텐츠 농산물식품브랜드 ‘구봉표’ 협동조합 구성·운영

<표 5> 파주 파주삼현 문화콘텐츠사업의 OUSMU 복수형 개발 구상표

이이, 성혼, 송익필을 활용한 OUSMU의 구상은, 이 세 인물에 관한 총체적인 내

용을, 개별적으로 구상된 연계콘텐츠 묶음이 제각기 담아내고 있어야 한다. 가령, 이 

인물은 언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 어떤 성장과정을 통해 학자의 길로 들어섰는가? 

이 인물은 기호유교문화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인물은 영남학파 유학자

들과 사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인물은 나라발전에 어떤 공로를 했는가? 

이 인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 인물이 주장한 사상은 미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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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발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라는 심층적 질문에, 세 인물별 연계콘텐츠 

체계가 명쾌한 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이, 성혼, 송익필의 OSMU식 콘텐츠들은, 기호유교문화라는 

형이상학적 공간 속에서 기호유교문화의 이해를 위한 보다 심층적 해답을 제공할 것

이다. 이러한 심층적인 해답은 지자체 주도 콘텐츠 범주에 해당하는 연계콘텐츠가 담

당한다. 그리고 민간 주도 콘텐츠 범주에 해당하는 연계콘텐츠의 판매는, 이러한 멀

티유즈 콘텐츠에 대한 파주시민의 반복체험과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것이다.

3. 파주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의 장소 설정 및 체험유인책 마련

파주의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은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실현된다. 이와 

같은 장소형 개발사업은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하고 그 일대를 권역화한 다음, 권역화 

된 공간 안에서 집중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산업 또는 문

화클러스터로서 역할수행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파주 기호유교문화를 활용한 OTSMU 단수형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권역을 설정하면 ‘파주시 전역’이 되고, 권역의 명칭은 ‘기호유교문화권역’

이 된다. 왜냐하면 파주의 기호유교문화는 파주지역 특정장소에만 전승되는 것이 아

니라, 파주전역에서 전승되는 광범위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주 전역을 개발

권역으로 삼아 각종 멀티유즈 연계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파주삼현을 활용한 OUSMU 복수형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서는, 권역이 복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권역명은 파주삼현의 호를 따서 ‘율

곡권역’, ‘우계권역’, ‘구봉권역’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권역의 공간의 경

우, 율곡권역은 율곡의 묘와 사당, 기념관 등이 있는 ‘율곡선생유적지 일대’를 설정할 

수 있고, 우계권역은 우계의 묘와 사당, 기념관 등이 있는 ‘향양리 일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구봉권역은 현재 파주에 구봉의 묘와 사당이 없는 관계로 ‘구봉산 일대’를 설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목할 것은, 지자체의 문화콘텐츠가 OSMU의 체계에 따라 아

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체험유인책이 

없다면, 그것은 ‘지도 없는 보물섬’이나 마찬가지이다.18) 그래서 OSMU체계가 정립된 

18) 김진형, 앞의 책,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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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를, 파주시민과 관광객들이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체험루트 개발’과 ‘문화관광 스토리텔렁 운영’이 필요

하다.

스토리텔링 체험루트는 관광자원 간의 거리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인 관광루트와 

달리, 하나의 주제에 따라 이야기적인 연결고리가 가능한 체험자원들을 한데 묶은 

루트이다.19) 이로 볼 때 OSMU체계에 따라 개발된 문화콘텐츠는 스토리텔링 체험루

트를 만들기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에 따라 만들어

진 결과물이기에 이야기적으로 연결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주시 기호유교문

화권 문화콘텐츠의 OSMU체계에 따라 이러한 루트를 구상해보면, 기호유교문화, 이

이, 성혼, 송익필 주제의 연계콘텐츠 묶음들을 제각기 독립된 이야기 각편처럼 서사

적 흐름을 적용시켜 기승전결의 형태로 완성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서사성이 가미

된 기호유교문화 이야기루트, 이이선생의 이야기루트, 성혼선생의 이야기루트, 송익

필선생의 이야기루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루트는 가까이서 보면 개별적

인 것이지만, 멀리서 보면 파주의 기호유교문화를 총체적·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하나의 루트체계로도 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체험이나 지역관광에서 스토리텔링 체험루트가 OSMU식 문화콘텐츠

를 효율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맵(MAP)’ 역할을 하는 요소라면, 문화관광 스토리텔

러는 그 맵에 따라 관광객을 데리고 이동하는 ‘내비게이션(Navigation)’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문화관광 스토리텔러는 단순히 길 안내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토리텔링 관광루트가 지닌 스토리를 체험자들에게 직접 흥미롭게 이야기함으로써 

문화체험의 생동감을 극대화시킨다.20) 이에 파주의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

에서도 스토리텔링 체험루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문화관광 스토리텔러의 역

동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Ⅴ. 결 론

이 글의 핵심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의 필요성을 살피고, 그 핵심거점의 하나인 파

주의 기호유교자원을 활용한 OSMU식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상하는 것

이었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9) 위의 책, p. 127.

20) 위의 책,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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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정부 차원의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파주지역 기호유교문

화권 개발의 가치를 도출했다. 정부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국을 단위로 전통문

화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기술과 사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문화로서, 문화적·관광적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경기충청의 기

호유교문화에 대한 권역개발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기호유교문화권을 개발하기 

위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를 상대로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상

황에서 경기도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을 충청도와 연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만

약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을 경기도와 충청도가 함께 추진

한다면, 경기도는 파주가 개발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다. 파주는 역사적 사실과 문화

적 위상 면에서 기호유교문화권 개발대상지의 핵심거점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

둘째로, 파주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을 이해하고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

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개념을 설정했다. 문화콘텐츠의 세분화된 육성기반 가운데 파

주는 산업과 문화의 나란한 진흥을 추구하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파주가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주의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이 지닌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념 중 이 개발사업에 적합한 것을 찾은 결과, ‘지자체 

문화콘텐츠’ 개념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파

주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을 위해 변용하면, ‘파주시’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파주의 기호유교문화’를 소재로, ‘파주시’와 ‘파주시민’의 문화적·경제적 부흥을 이

루기 위해, 디지털과 비디지털 매체를 함께 활용해서 개발되는 다양한 콘텐츠라는 내

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주의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에 적합한 원천소스를 선정하

고, 이를 활용한 OSMU방식의 문화콘텐츠 개발체계를 구상했다. 파주 기호유교문

화권 문화콘텐츠사업의 원천소스는 OTS로 ‘기호유교문화’로 선정했고, OUS는 지역

과의 친연성, 사상적 모범성, 국가적 위대성을 고려하여 ‘이이’, ‘성혼’, ‘송익필’로 선

정하였다. 그리고 이 소스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에 가장 적합한 체계를 OSMU 

구성체계에 입각해 구상하면, OTSMU의 단수형 개발 + OUSMU의 복수형 개발이 

된다. 이 체계에 따라 구상된 파주 기호유교문화권 문화콘텐츠사업의 OSMU 체계

와, 이를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체험루트 개발 및 문화관광스토리텔러 운

영은, 파주에서 기호유교문화를 활용하여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80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 파주 기호유학 학술회의

참고문헌

김진형 ,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OSMU 가치실현 방안」, 『비교민속학』 

44, 비교민속학회, 2011.

_____ _, 「지방문화콘텐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멀티유즈(Multi Use) 구성체계」, 

『비교민속학』 50, 비교민속학회, 2013.

______ ,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가치제고를 위한 멀티유즈 체계 적용방안」,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_ , 「문화콘텐츠의 육성기반과 판문화의 가치 적용」, 『민속연구』 29, 안동대학

교 민속학연구소, 2014.

______ ,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멀티유즈화 현상과 지역문화적 가치」, 『인문콘텐츠』 

32, 인문콘텐츠학회, 2014.

______   , 『문화콘텐츠와 멀티유즈 전략』, 민속원, 2015.

김흥식 ·김진형,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

구원, 2010.

______ .김진형, 『경기도 역사인물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OSMU 적용방안』, 경기개

발연구원, 2011.

이정훈·김진형, 『경기 서북부 기호유교문화권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아주경제, 2016년 1월 18일자 기사,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참여」.

충청투데이, 2016년 8월 30일자 기사, 「뒤늦은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  꼭 관철시

켜야」.







Ⅰ. 기호학인가 지역학인가?

Ⅱ. 기호학보다는 근기(近畿)유학으로 표현해야

Ⅲ. 경기도의 유교문화 유산의 현황

Ⅳ. 광역문화권 개발에서 배제되고 있는 경기도

Ⅴ. 새로운 정책과제의 수립

박 성 진

현대동양문화연구소 소장

한국유학과 경기도의 정책과제

-지역학에서 탈피한 한국국학의 플랫폼 

경기(京畿)를 위한 시론-

제4주제



84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 파주 기호유학 학술회의

박 성 진 *

한국유학과 경기도의 정책과제

-지역학에서 탈피한 한국국학의 플랫폼 경기(京畿)를 위한 시론-

* 현대동양문화연구소 소장

Ⅰ.기호학인가 지역학인가?

일반적으로 기호학파는 영남학파에 대립되는 말로, 유학자들의 철학 유파를 일컫

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파주 출신의 율곡 이이(李珥)를 필두로 파주의 우계 성혼(成

渾)·고양의 구봉 송익필(宋翼弼)이 중심인물이라 하겠다. 이들은 학문에서 서로 대

립적인 논변을 벌이기도 하였고 견해가 같기도 하였으며 기호학파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유사한 학문적 경향을 가진다 하겠다.  

후학들이 이들 세 스승에게서 두루 배워 기호학파를 이루었고 이들이 뿌리를 내린 

고장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와 충청도의 일부를 포함하며 동쪽은 관동지방

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관서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호남지방과 경계를 이루

었다고 볼 수 있다. 누가 보아도 기호학파의 중심지는 경기도인 것이다. 세 스승에서 

수학, 2전(二傳), 3전(三傳)한 제자들로 유명한 이들은 김장생, 정엽, 한교, 이귀, 조

헌, 안방준, 송시열, 권상하 등이며 이들이 분당의 당쟁과 관련하여 기호의 서인이라

고 칭하기는 하지만 학문적 학통과 학파에서는 세 스승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기호학파의 시발과 중심지는 경기도임은 틀림이 없다. 또한 경기에서 시발된 기호

학이 충청권에서 발전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충청권에서 

시작된 기호학의 중심지로의 계획수립과 추진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근기에서 기호

지방 전역으로 확장되어간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으로 지역별로 자기 문화·역사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연구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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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준, 2014, 「지역학 그 가능성과 기대」, 『2014경기지역학포럼』, p. 2.

2) 박성진, 2013, 「경기도 향교 서원의 현황과 현대적활용」, 『유교문화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경기문화재단, p. 40.

과 수집, 연구도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문화관광이나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브랜드화 하여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졌다. 이런 활동과 사

업들이 축적되면서 ‘지역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확산되었으며, 현재 민간이나 대학 

내 연구소 안에 머물러 있던 지역학이 이제 지자체의 공식적인 지역학 전문 기관으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학을 필두로 인천학·부산학·경기

학·영남학·호남학·충청학·강원학·제주학 등의 이름으로 지역학 전문연구 기구

가 마련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산학·전주학·안동학·용인학·천안학·

평택학·성남학 등등을 비롯하여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1)

경기도에서는 경기학에서 기호학을 포괄하고 있으나 경기학은 지역학의 범주에 속

한다 할 수 있다. 물론 기호학의 이야기를 경기도에서 듣는 것조차도 생소하게 생각

될 만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본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기호학의 진원

지이고 중심지라고 지금 시점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복투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Ⅱ. 기호학보다는 근기(近畿)유학으로 표현해야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관료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고향을 떠나 주로 서울인 한양이

나 근기지방에 정착하여 생활하였다. 기호학이라는 사승관계로 경기도를 본다면 많

은 수의 경기지역에 거주했던 학자들이 이 범주에서 빠지게 되며 이는 경기도의 진면

목 또한 아닐 것이다. 다양성에 기반한 근기지역의 특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호학의 

범주에 갇혀서는 곤란할 수 있다. 근기남인인 이익이나 실학의 집대성자 정약용, 허

목 선생 등은 영남학파를 계승한 인물로 분류하지만 경기도에서 이 분들을 놓치고 유

학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또한 강화와 시흥을 배경으로하는 양명학파의 흐름 또한 

경기도 학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일전에 서원이라는 학자를 위한 제향공간을 중심으로 분류한 방식이지만 근기 유

학의 기본 정신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2)

첫째, 경기지역은 기호학의 본고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자운서원(율곡), 파산서

원(우계 성혼), 대로서원(송시열), 노강서원(박세채와 박태보)을 중심으로 충청 호남 

황해도로 확대되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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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개혁정신의 진원이라는 특징으로 조선건국을 통한 국가개혁의 발원이었거

나(정도전 문원사) 훈구세력에 대항한 사림정치의 발로지 였다.(조광조 용인 심곡서

원, 기묘명현 박세희를 모신 화성 안곡서원)

셋째는 구국과 위정척사 운동의 구심점이라는 점이다.

구국의 선봉에 섰던 조중봉(우저서원)과 권율(행주서원), 이항로(포천화산서원). 

이덕형(용연서원), 서희 장군이(설봉서원)한 축이요, 또 한축은 한말 위정척사의 구

심점이었던 이항로(노산사), 최익현(채산사)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영남이 주로 사승관계에 따른 계보가 중심이 된다면 경기 유학의 정체성은 기호학

적 성리관의 현실주의적 특징이 중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영남유학의 장점들을 포용

하여 실학으로, 또는 실천 철학으로 연계되어가는 하나의 큰 지역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유학의 정체성은 기호학과 영남학을 포괄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현실주의적 철학으로 승화 계승하는 용광로와 같은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

으며 이런 점에서 경기유학은 근기지역을 포괄하는 국학의 중심지였다라는 가설이 

오히려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는 한국국학의 플랫폼을 경기에서 계획해야한

다는 당위성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Ⅲ. 경기도의 유교문화 유산의 현황

경기지역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기호학의 창시자로 모두 율곡 이이를 꼽는다. 그

러나 이율곡이 경기도 파주 사람인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율곡과 신사임당은 

항상 같이 등장하며 그 배후에는 강원도 강릉이 있다. 태어난 곳이 강릉인 줄은 알지

만 이율곡과 신사임당이 파주에 묻혀있고 율곡이라는 호는 그의 고향이 율곡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한다. 이는 한국 사상사에서 넌센스에 속한다. 안동은 

퇴계를 내세워 한국의 추노지향이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그에 부합하는 한국사상의 대표도시 조성을 위해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왔다. 파주

시에는 몇 조 단위의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율곡은 초라하게 누워있다. 기호학

을 대표하는 자운 서원이 있으나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근래의 일이며 다산 정약용의 

실학그늘에 묻혀 기호학의 진원지는 무색하게 되어 있다.

1. 유학자의 진원지인 서원

학파와 인물의 중심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의 통치 이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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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이 도입, 정착, 발전하는 전 과정을 드러낸다. 한국의 서원은 뛰어난 학자나 

지도자를 기념하기 위한 제향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도 전승되고 있다. 지역적 연고가 있는 서원의 배향 인물을 중심으로 제향자들은 독

자적 계보를 형성하였으며, 개별 서원 간에는 학파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성

을 가진다. 제향 의식을 포함하여 조선성리학에 바탕한 전인적 인격교육, 지역문화 

중심 거점으로서 서원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전통으로 자리잡아 전승된 살아있

는 증거물이다. 

한국의 서원은 16세기중반 이후 지역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사림(士林) 계층이 그

들이 경모(敬慕)하는 유학자 선현을 제향하여 가르침을 계승하고 성현(聖賢)을 지향

하는 학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의 거주지 향촌에 건립한 고등 사립(私立) 교육

기관으로서 출현하였다. 17세기 이후 사림의 정치 사회적 비중이 커지면서, 서원은 

학파를 중심으로 지역 교화와 정치적 공론 형성의 장으로 역할을 확대해갔다. 사림들

이 경쟁적으로 서원을 설립하면서 남설(濫設)의 폐단이 나타나 국가의 규제를 받기도 

했으나,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수백 개의 서원이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에도 유지되

었고 현대에도 제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전통이 전승되고 있다.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는 서원은 27개소로 대원군 때 비훼철된 사원 가운데 8개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6.25 전란을 거치면서 남북간의 집중 포화로 대부

분의 서원들이 파괴되어 원래의 형태가 아닌 소규모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복원

된 것은 매우 가슴아픈 사실이며 기호유학의 진원이라는 측면에서 파주의 자운서원

이 훼철되어 복원된 것은 가장 치명적인 사건에 속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는 여러 계파의 학자들을 기념하는 충분한 유산들이 남아

있으며 정신에 걸맞는 시설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 또한 큰 과제에 속한다.

경기도에 남아있는 서원은 다음과 같다.3)

서원명 서원명 소재지
문화재

지정여부
관리주체

최초설립

연도

훼철

여부

최후

중수

沂川

書院

기천

서원
경기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문화재자료 유림 1580 　 1978

鷺江

書院

노강

서원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 기념물 반남박씨 1695 비훼철 1969

大浦

書院

대포

서원
경기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산32 향토유적 남원양씨 1973 　 1976

德峰

書院

덕봉

서원
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유형문화재 해주오씨 1695 비훼철 　

德陽

書院

덕양

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33 비지정 유림 2002 　 　

3) 앞의 글,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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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山

書院

매산

서원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산321 향토유적 유림 1456 　 1987

文憲

書院

문헌

서원
경기 오산시 내삼머동 753-2 비지정 유림 1550 　 1991

沙川

書院

사천

서원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24 비지정 유림 1712 　 1999

四忠

書原

사충

서원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100-2 비지정 사)사충서원 1726 비훼철 1968

雪峯

書院

설봉

서원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709 향토유적 사)설봉서원 1564 　 2007

蘇山

書院

소산

서원
경기 시흥시 신천동 산12 향토유적 진주하씨 1455 　 1995

水谷

書院

수곡

서원
경기 양평군 지제면 수곡631 향토유적 안동권씨 1874 　 1930

深谷

書院

심곡

서원
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동 유형문화재 유림 1650 비훼철 　

安谷

書原

안곡

서원
경기 화성시 서산면 상안리 586 향토유적 상주박씨 1616 　 1976

玉屛

書院

옥병

서원
경기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210 향토유적 유림 1649 　 1981

龍江

書院

용강

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비지정 음성박씨 1686 　 1980

龍淵

書院

용연

서원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유형문화재 유림 1691 비훼철 　

龍州

書院

용주

서원
경기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291 향토유적 유림 1598 　 1997

牛渚

書院

우저

서원
경기 김포시 감정동 492 유형문화재 유림 1648 비훼철 　

雲溪

書院

운계

서원
경기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산7 문화재자료 평양조씨 1594 　 1932

臨漳

書院

임장

서원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향토유적 임상준 1700 　 1998

紫雲

書院

자운

서원
경기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기념물 유림 1615 　 1970

忠烈

書院

충렬

서원
경기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유형문화재 유림 1576 　 1972

忠賢

書院

충현

서원
경기 광명시 소하2동 기념물 유림 1658 　 1676

坡山

書院

파산

서원
경기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문화재자료 유림 1568 비훼철 1966

杏洲

書院

행주

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문화재자료 유림 1841 비훼철 1999

花山

書院

화산

서원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죽리 산16-1 기념물 유림 1625 　 1971

2. 종가

종가문화는 유교사상의 핵심으로 오랜 시간 유교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민족의 문

화적 원형질을 이루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기 이후 점차 퇴색되고 있는



89한국유학과 경기도의 정책과제

형편이며, 개인주의가 팽배한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빠르게 사라지고있

다. 대대로 종가로서 기능했던 명문가 중에서도 종가문화를 예전 그대로 유지하고있

는 종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문화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자칫 멸실

될 가능성이 있다.

종가문화는 가족문화라는 측면에서 세계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보편

성을 지니고 있다. 종가문화를 담고 있는 전통한옥이 지닌 문화적 가치 역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4)

경기도 종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초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

서 경기도 내 종가로 볼 수 있는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

가’는 기준에 따라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경기도에서 불천위 종가를 파악한 사업은 이를 정리할 수 있는 획기적 사업이었다 

생각된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에 가까운 인문지리적 특성에 의해 영남·호남 등의 타 지방보

다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다. 주변이 빠르게 도시화되거나, 마을의 전통적 역

사문화경관이 대부분 사라져버리는 등 옛 모습을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

한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정신문화의 변화 속도도 대체로 빨랐다. 근대 이후 서양문

물의 유입으로 생활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전통 문화가 빠르게 사라져갔다. 결

혼·회갑연 등의 가내 행사는 일찍부터 신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제례 등의 의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1999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종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치가 큰 종가 11 개소

를 경기도 대표 종가로 선정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적용한 기준은 전통 종택의 보유 

여부였으며, 이밖에도 전통적 양식과 살림살이, 가풍 등의 보존상태도 고려되었다. 

2014 년 현재 모든 종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4개소는 세월이 지나며 종택이 

멸실되어 7개소의 종가만이 전통 종택을 보유한 상태이다.5)

4) 경기문화재단, 2014, 『경기도 종가문화 조사연구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p. 1.

5) 경기도 11대 종가목록

  1. 박찬호 가옥 반남박씨 판관공파 의정부시(보존)

  2. 정호신 가옥 봉화정씨 용인공파 평택시(멸실)

  3. 류문형 가옥 진주류씨 백참판공파 안산시(보존)

  4. 전형식 가옥 천안전씨 곡산공파 오산시(멸실)

  5. 윤성준 가옥 파평윤씨 령평울파 시흥시(멸실)

  6. 한걸택 가옥 청주한씨 서평부원군파 시흥시(멸실)

  7. 정운석 가옥 동래정씨 동래군파 군포시(보존)

  8. 이 택 가옥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의왕시(보존)

  9. 신창섭 가옥 평산신씨 사간공파 여주시(보존)

  10. 윤중진 가옥 해평윤씨 동강공파 여주시(보존)

  11. 이원규 가옥 원주이씨 사용공파 양평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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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발간한 경기도건축문화유산,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2008)

와 각 지역에서 발간된 지역건축유산 자료집들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모두 271건의 

전통 가옥이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은 문화재자료 

2건과 중요민속자료 6건이 지정되었다.6)

제례시설로는 서원이 27건, 사당이 15건이며 재실이 13건으로 나타났고 세거지 및 

집성촌, 묘역 등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가 155 개소였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3년도에 전국의 종가를 조사하면서 경기도 내에 위치한 

64개 종가 및 불천위 인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역사적 인물을 기준으로 

종가 목록을 만들고 그 후손과 연락하여 종가의 역사, 종손·종부 등의 인적사항, 종

택 잔존 여부, 불천위 제사 관련 정보, 종가 관련 유적 등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 결

과 경기도에는 안향, 정도전, 이이, 이원익, 안정복, 이항복, 윤두수, 박세당, 이덕

형, 이항로 등 굴직한 학자들의 종가가 64개로 조사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종가가 아직 다수 남아있음에도 개발 압력에 밀려 훼손되거나 방

치되고 후손들에 의해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에 

속한다. 이를 보전하려는 범 경기도 차원의 노력은 보존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다. 

획기적인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된다.

Ⅳ. 광역문화권 개발에서 배제되고 있는 경기도

1. 세계화하는 영남유학

1) 1기 영남 유교문화 기반조성사업인 북부유교문화권 사업(1조 5천억원)

김대중 정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5조 432억원을 투입, 전남과 경

남,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연계, 

6) 경기도 가옥의 문화재지정현황

  1. 오리 이원익 종택(문화재자료 제90호)

  2. 수내동 가옥 문화재자료 제78호 조선 19세기 

  3. 진접 여경구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조선시대(18세기) 

  4. 양주백수현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28호 조선시대(19세기) 

  5. 여주 김영구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26호 조선 1860년(철종 11) 

  6. 파장동 이병원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조선 1888년(고종 25) 

  7. 화성 정용채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24호 조선 1887년(고종 24) 

  8. 화성 정용래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25호 조선 시대(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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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해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취지하에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시행했다. 이는 고향 전남 개발을 위한 일종의 선물이며 이를 수행함에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취지하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목표로 경북지역에도 개발계획

을 승인했다.  

경북북부 11개 시·군의 전통유교문화를 복원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국문

화의 독창성과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독창적인 지역이미지 제고에 목적

을 둔다고 밝힌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경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8개 분야 186

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 5,208억원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전반기에 

6,576억원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후반기에 8,632억원 예산투자를 하였고 현재

는 잔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7)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숙박휴양거점사업 추진은 지역전체를 중심거점(안동)과 권역별 거점(영주·

문경·청송·울진)으로 위계를 설정 숙박·휴양·위락·편익시설을 갖춘 복합관광

휴양지로 개발(5개 지구·5,361억원)하는 사업.

둘째, 관광루트개발 및 연계도로망 정비사업.(13개 사업 363억원)

셋째, 퇴계기념공원(안동), 선비촌(영주), 각종 체험관, 안동포  민속마을(안동), 

전통문화체험마을, 씨름테마파크(의성) 등 유교자원 관광개발사업.(36개 사업 5178

억원)

넷째, 도산서원(안동), 소수서원(영주), 동학교당(상주), 사촌마을(의성), 주실마을

(영양), 신돌석장군 성역화(영덕), 용문사(예천), 남사고 유적(울진) 등 유교문화유산 

정비사업.(25개 사업, 2,946억원)

다섯째, 병산서원(안동), 가일마을(안동), 금성단(영주), 안향생가(영주), 공검지(상

주), 진남교반(문경), 청량사(봉화). 평해향교(울진) 등 유교 역사문화자원 보수·정

비·복원사업.(81개 사업 1,178억원)8)

이 사업은 유교문화 관광지 개발과 유교문화 자원 보수·정비·복원사업이 주 내

용으로 북부 유교문화권의 특색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역 공무원의 졸속

적인 입안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 관계로 건축물 복원과 보수에 그치고 말았다

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된 유교문화자원의 정비와 관광시설 확충으로 영남 유학의 부흥이라는 

영남유학 르네상스의 기초가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7) 문화관광부, 2003,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간평가연구』, p8.

8) 문화관광부, 2003,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간평가연구』,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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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기 영남문화 르네상스 사업인 3대 문화권 사업(3조 5천억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들어 퇴임전 고향에 대한 선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립하라

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름하여 3대문화권 개발사업인데 이는 유교, 가야, 신라문화권

을 백두대간과 낙동강이라는 생태축과 더불어 개발하는 계획이다.

2008년 9월 10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전략회의에서 대구 경북 

광역 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시행을 의결하자 경상북도에서는 109개 사업 총 35조 7

천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했고 문화체육부에서는 이 가운데 3대 문화권 개

발사업에 대해 50개 사업 4조 1,790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획재정부에서 

1010년부터 1년에 걸쳐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 50개 사업 총 3조 5,473억원을 

사업비로 확정했으며 사업기간은 1차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끝나는 2010

년부터 2019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9)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남 유학부흥과 관련된 직접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세계유교 선비문화 공원조성 : 안동 2,450억원. 봉화 690억원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 : 안동 1,389억원. 영주 1,566억원

한국국학진흥원 주변 유교문화단지 조성 : 636억원

영덕 낙동정맥역사문화 산수길 조성 : 579억원

안동 유림문학 유토피아 : 499억원

봉화 누(樓), 정(亭) 문화누리 : 414억원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 : 222억원

영주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 223억원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 : 성주 126억원. 김천 115억원

총 50개 사업 가운데 유교문화 기반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9개 프로젝

트로 총사업비는 8,909억원이며 이 중 안동 단일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974억

원이다.

결국은 1기와 2기 사업량을 합하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영남유교문화권 사업비

는 2조 4천억원 규모로 타문화권의 규모와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세계인이 즐겨 찾고 다시 방문

하고 싶은 글로벌 수준의 신(新)문화·생태 한류지대로 조성되어, 문화와 생태자원이 

글로벌 브랜드화 되고 관광자원이 네트워킹, 비즈니스화 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 관

광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역사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문

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관광자원으로 발전하여 갈것으로 보고 있고 경북

은 세계인이 찾고 싶은 문화관광 허브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영

남유교문화의 자원화 못지않게 신라문화, 가야문화에도 상응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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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목표 외에도 정신문화를 관광 자원화

하려는 장기적 선도전략이 숨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

3) 새로운 경향 유교 활용 복합 시설의 설치

최근 정부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라는국가적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남에서는 안동과 영주가 가장 대표적 선도 도시라 할 수 있다.

안동과 도산서원은 가장 광범위한 정신문화적 요소를 구비한 지역으로서 도산서원

과 퇴계종택, 국학진흥원 등을 연계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현재 운영중이다. 

연수내용은 선비문화와 현대교육, 선비의 몸과 마음, 선비와 생활예절, 안동의 정신

과 문화, 유학과 선비문화 체험 등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 필요한 교육항목을 세분

화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홈페이지 참조)하고 있다. 운영

성과는 2002년 개설 후 2015년까지 교직원, 공직자, 경제인단체, 학생, 학부모 등이 

268기에 걸쳐 228,115명이 수료하였고 시설로는 2009년 국, 도, 시비 등 30억을 투

입,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선비문화수련원’ 건립하였으며 국가의 재원으로 제2원사

를 신축 중에 있다.

영주시는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각종 체험 연수시설을 확충하여 체험, 연수 축제 중

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영주의 정체성 고양에 앞장서고 있다. 즉 소수서원과 연계하여 

선비촌, 선비문화 수련원, 청소년 수련원, 소수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일일 500명 수

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체험시설, 45명의 체험보조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연간 외

국인 8,000명, 내국인 2만명 이상을 유치하여 체험및 학습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수박물관의 전시 및 체험기능, 선비촌의 숙박및 전통문화 체험기능, 소수서원과 선

비문화 수련원의 교육기능이 계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서원활성화의 전형으로 새로

운 서원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부터 영주시 선비문화축

제를 소수서원과 선비촌, 영주시내 일대에서 개최하여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

한 선비정신함양 활동을 정례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두어 이러한 

교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

다. 경기도에서의 인문학 계몽활동이 활발하게 기지개를 펴고는 있으나 이러한 지역

의 선도적 행태에는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9) 대구신문 창간특집(2012년 9월 2일자)

10) 한국일보(2011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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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 기호유학의 기지개

1) 기호학의 본산 충청?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논산시가 ‘기호유교문화권개발

사업’이란 이름으로 자체 연구를 시작하면서 싹을 틔웠다. 

2009년 6월에는 충남도가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의 국책사업화를 건의했고, 3

년 반 뒤인 2012년 연말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예결위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은 백지상태

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2013년 4월 ‘충청유교문화권종합개발’로 명칭을 변경한 이 사업은 대통

령에게 공식 건의돼 구체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14년 7월 충남도에 ‘충청유교문화권종합개발 TF팀’이 꾸려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TF팀 출범 후 2개월 만인 9월에 충남도를 비롯해 충북도, 대전시

와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충청유교문화권종합개발계획’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내용의 주요 방향은 영남유교문화권은 엄청난 재원을 투자받아 성공적으

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기호유학의 산실인 충남도는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하였다.

그 해 10월에는 ‘충청유교권개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충청권을 연고로 

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충청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

을 모을 것을 결의하였으며 노력의 결과로 2014년 12월 충청유교문화권종합개발계

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4억 원의 연구용역비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11)

2015년 5월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충청유교문화권 종합

개발계획의 방향을 잡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 용역은 2016년 6월 완료되었

으며 34개의 개발사업과 13개의 진흥사업 등 충청권 전체 총 47개 사업 약 7,9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용역에 반영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12)

지역 사업 예산

대전광역시

이사동 전통의례관 조성사업 600여 억 원

600여 억 원

600여 억 원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대덕구 회덕 유생마을 조성

세종자치시 금강누정문화복합센터 217억 원

11) 금강일보(2016년 3월 9일자)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06,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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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 암행어사 출두野 218억 1000만 원

담헌천문달빛마당 69억 5000만 원

공주 충청감영 생생마을 109억 4000만 원

금강 누정 선유(船遊)길 71억 원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192억 5000만 원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85억 1000만 원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153억 6000만 원

서산 밤하늘산책원 170억 3000만 원

충청북도 

청주 사주당 태교랜드 367억 원

괴산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287억 원

단양 명승문화마을 231억 원

충주 탄금대 명승지 332억 원

제천 의병창의 마을 164억 원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306억 원

영동 월류예술마을 262억 원

2) 기호학의 중심으로 논산이 일어선다

김집, 김장생을 중심으로하는 돈암서원 등 가장 많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

평하는 논산시에서는 충청권 기호유학사업의 핵심인 충청유교문화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를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일원으로 확정하였다.13)

충청유교문화원은 경북 영남유학의 본산격인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을 벤치마킹

한 사업으로  논산시가 유교문화자원의 보존·전승 및 현대적 활용을 위해 2014년부

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28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약 9만㎡(건축면적 4620㎡) 

규모로 교육·연구원, 전시·체험동, 수장고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중추적 연구기관

이며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이다.

Ⅴ. 새로운 정책과제의 수립

1. 경기 유학의 재정립 필요

1) 아젠다 수립의 필요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에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고 이야기 된다. 따라서 아

13) 시사충청(2015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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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논의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아젠다는 영남 유학, 기호학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한국국학의 진원

인 경기로 아젠다가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별 개발로 나누어 먹는 사업계획과 예산확

보는 삼류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근기유학의 중심지로서 태어나는 아젠다가 수립

되어야 한다.

2) 정책수립의 과정

통상적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나 3대 문화권 사업, 충청 기호문화권 사업의 

지난 과정 프로세스를 보면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결정이 되면 광역시도에서 당해 지자

체에 사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에 의해 입안되어 졸속한 기간에 

중앙으로 보고되어지고 중앙부처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급 정책 연구기관에 

검토를 지시하여 사업내용과 사업양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 양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자문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 자문은 전체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타

당성과 우선순위에 중점이 주어지고 아젠다가 가지는 목표보다는 차별성을 둔 지역

적 안배에 집중하게 된다. 대체로 상기의 과정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과 목표, 시간적 계획, 선도사업과 후속사업 등이 충분히 연구되어 시행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변별성, 대표성이 

우선되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 중심 축을 수립하고 경기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결집되는 방식으로 종합화된 선도계획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그

렇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수립하는 지역별 사업과 예산 나누어 먹기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기 기호학이 필요한가?

기호학의 경우도 이미 선도적으로 충청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확정되었

기 때문에 우선 순위의 사업을 논의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결국은 충청유교문화권 

종합 개발사업(충청 기호학 사업)과 경기 기호학이라는 다소 모호한 지역학의 범주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기호학은 이미 구태의연한 단어가 될 수 

있고 우선 순위에 밀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호학의 본거지인가 아니면 기호유학의 중심지인가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

안이다. 기호학은 성리학의 계보를 바탕으로 하는 학파의 일에 해당한다면 기호유학

의 중심지라는 것은 경기도 전역을 기지화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경기지역이 기

호유학만을 대변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양한 학파들이 녹아있는 용광로가 경기지

역, 근기지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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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유교문화권 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1) 남북문화 동질성에 기반한 인문학의 오픈 플랫폼의 조성필요

2014년 경기도 남경필지사는 경기도정의 미래비전인 ‘넥스트(Next) 경기’를 뒷받

침하는 10대과제를 발표한 후, ‘사회적 경제 허브, 경기도’ 달성에 대한 포부를 밝히

고,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의 새로

운 경제모델 구축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고 2016년에는 “4차 기술혁명으로 모든 것

들이 모바일로 들어오고, 새로 열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

하다”며 “대기업은 큰 틀에서 잘 감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경기도의 정보, 지식, 자원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 형식의 새로운 체제를 구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4)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이 새로운 도전과 성

공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생각된다.

오픈 플랫폼은 IT 업계에서 주로 쓰는 말로 컴퓨터 시스템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원천 소스를 무료로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기반으로 보

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일종의 장을 만들어 주

는 것이다.

이러한 오픈플랫폼은 경제문제에뿐만이 아니라 경기유학과 인문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이다. 기호학이나 경기유학이라는 갇힌 사도에서 벋어나 대한민

국을 대표하는 한국국학, 인문학 오픈플랫폼을 만들어 국제간의 연구와 교류까지를 

포함하는 국학연구자에게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공유와 시설의 공유가 가능한 플랫

폼을 말한다. 지역으로 분산되어있는 지역학을 포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할 

수도 있다. 특히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인문적, 사상적 동질성

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지역을 대표한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있고 우리 기업들이 개

성으로 출퇴근하는 양상이나 북한 인근지역에 설치된 국학플랫폼에서 북한 학자들이 

합동연구를 하는 일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금명간의 일이 될 수도 있다.

2) 오픈플랫폼은 청년과 노년에 많은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할 터

필자는 오래전부터 경기에 한국국학 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다. 지역학에

서 벗어나 한국을 대표하는 인문학 인큐베이트이자 학자들과 학생, 국민들 나아가 세

계인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입주하여 공유하는 연구 집적기능과 국제회의, 국학 

종합 빅테이터 구축, 숙박시설 등을 갖춘 시설을 포괄한다.

14) 경기매일(2016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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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고 정신문화 연구와 관련된 지역별 다양한 문화기

구들이 산재한다. 오픈 플랫폼은 각 대학들이 연구기능을 공유하는 기능이 될 수 있

을 것이며 각 지역별 지역학이 공유하는 인문 오픈 플랫폼으로 작동될 수 있다. 학별 

중복 투자를 막고 경기도의 인문정신 동질성을 세계화해나가는 방식으로 대학네트워

크가 오픈 플랫폼을 공유한다면 경기도에서 한국으로, 남북한으로, 동아시아로, 세

계로 확장되어 갈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과 은퇴한 지성인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한반도 DMZ에 UN본부를 가져오면 좋겠다는 발상이

나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여 세계평화공원을 이 곳에 건설하겠다고 대통령이 발언한 

바도 있듯이 오픈 플랫폼은 남북, 한중일, 아세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거듭

날 수 있다. 특히 경기지역과 특히 파주지역은 한국유학(국학)을 대표하는 지역적 특

성이 있다.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기지로서의 경기도

전통적 경기정신과 연계되는 경기지역의 인문학적 특징을 현대적으로 대별하자면 

다음과 같이 성격지울 수 있다. 즉 기호학을 필두로 한 학문적 중심지, 사림정치로 

대표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적 선봉지, 대동법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민생정치와 공

유경제의 중심지, 위정척사로 대표되는 국권강화와 남북문화 동질성 배양기지, 실학

으로 대표되는 선진기술 문명의 연구와 배양기지라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한 기능으로 놓고 인문정신문

화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원, 향교, 종가 등의 유교유산과 밀접한 인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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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육시설은 부족하지만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가 가능한 수많은 기업체와 관공

서에 건립한 연수원 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시설들과 시설 공유로 인문학 교육기지 

플랫폼 또한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율곡으로 대표되는 기호학의 진원지라는 차원에서 파주 율곡마을은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 외암마을과 같은 전통적 민속전통은 없지만 국가정신문화 선양기지라는 

차원에서는 종합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영남학과 기호학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문화유산이었으나 없어진 남양주의 충절서원인 석실서원, 연천의 허미수 서

원인 미강서원, 가평 잠곡 김육의 잠곡서원은 복원되어야할 문화유산이다. 

4) 파주의 과제

결국 경기유학은 한국 국학의 중심이며 경기유학의 중심은 파주라 볼 수 있다. 파

주는 남북한이 맞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인문학동질성이라는 차원에서 경

기도를 대표하는 인문학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출판단지, LED단지 등 파주에 경

제, 문화적 집산단지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인문도시로서의 파주는 아직은 초기 단

계이다. 그래서 결론에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율곡에 대한 성역화가 필요하다. 굳이 고증을 통한 복원차원에 국한하지 않

는 지역특성화를 말하며 연구소를 포함하여 강릉 오죽헌을 넘어서는 규모여야 한다. 

이는 자운서원과 화석정, 율곡리 일대를 포함하고 통일 후에는 황해도 해주의 은병정

사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성역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핵심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사당인 자운서원이 이를 대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국학 오픈플랫폼의 적격지는 파주이며 출판단지, 율곡유적지 등과 연계

하면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기획하기에 따라서 국가와 경기도, 경기도내 대학 네트

워크, 지역별 문화네트워크, 대기업등이 오픈 플랫폼에 공동으로 설립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경기도는 한국브랜드와 사상적 한류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한국국학 플

랫폼 설립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인문플랫폼은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다소 늦은 경기도의 정체성을 남북차원, 아시아차원, 

세계화 차원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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