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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學思想의 敎育哲學的 論議

이 용 길(원광대)

Ⅰ. 序 論
한국교육사에 있어서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은 한국 전통교육의 교육철학적 思惟에 대
한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실학이 조선 후기에 대두된 일련의 현실
개혁적 사상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실학사상은 당시 조선시대를 지배해 온
성리학이 유지해 왔던 思惟體系를 벗어나 현실적 입장에서 실리를 중시하여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소산으로서, 유학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의리를 근본으로 삼으면서
도 당시 성리학이 계발하지 못한 현실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새
로운 학문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적인 사유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학사상은 기존의 성리학의 경우보다는 훨씬 새로운 각도에서 직접적으로 교
육에 의미 있는 원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려말의 맹아기를 거쳐 조선
시대의 思潮를 주도해 오던 성리학이 그 진취성을 상실하고 형이상학적인 질곡에 늪에
서 맴돌아버려 새로운 교육적 사유의 단서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반동
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성리학이 시대의 사상으로써 교육적 사유의 기능을 전진시킬 수 없었다면, 새로운 사
유의 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사실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에 대한 반성을 기초
로 형성된 사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리학의 형이상학적인 범람과 이에 대한
비판의식은 실학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현실세계로 학문적인 방향을 돌리게 하였다.
실학은 무엇보다도 실천과 행위에 관한 학문이다. 실학은 실천과 행위를 궁극적인 지
침으로 삼아 성리학을 비교․극복의 대상으로 하여 經世․利用에 의한 厚生의 강구 능
력의 교육철학적인 사유를 형성하였다. 즉 실학은 성리학의 토양에서 그 현실적인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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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보강의식을 가지고 발아한 까닭에 경세․이용 측면의 범위 확대와 내실의 강화를
위한 사유체계를 교육적으로 구사하였던 것이다. 특히 원시유학 본래의 실제성추구 정신
의 회복이라든지, 博學의 강조, 실증적인 사상체계의 확립 등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학사상은 經世致用과 利用厚生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교육적 사유의 방향 설정에 기
여함으로써 학문과 교육의 실제적 실용성을 발휘하려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전통
교육의 맥락에서 또 하나의 교육철학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다.
궁극적으로 교육철학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인간다운 삶의 구현을 추구하는 교육적 思
惟인 한에서는 실학사상의 교육철학적인 논의 역시 실학에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보
고 있는가, 그리고 실학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하여 실학에
서 추구하는 인식론이 교육의 중심문제로 논의되어져야 한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
서 현실적인 경세․이용에 의한 후생의 강구 능력에 치중하는 실학사상의 성격적인 특
성은 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실학사상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교육적 체계와 연계되어 수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학문적인 본질상, 결국 교육철학적인 논의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논의를 어떻
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실학사상에 대한 교육적 이해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실학사상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교육적 이해의 방향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교육철학적인 담론을 통해서이다.
실학사상에 대한 교육철학적 논의의 당위성은 실학이 한국전통교육의 지적성장과정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고, 그것이 교육정신의 맥락에서 새로운 典型(paradigm)을 형성했다
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실학사상을 토대로 하여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에 대한 논의를
교육철학적인 思惟의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Ⅱ. 實學思想의 性格

1. 脫性理學的 思惟
실학사상은 성리학과 그 견해를 달리 하는데서 시작된다. 실학은 務實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本源儒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리학과 견
해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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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에서는 주어진 그대로의 이른바 所與로서의 존재론을 가지고 인간과 가치를 해
명하며, 여기에 따라 인식론을 성립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所與의 존
재론적인 이해를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 것 인가 하는 인생관 또는 인간을 어떻게 규
제할 것 인가하는 교육규범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성리학에서는 이것을 理氣
論의 형식으로 해석하고 구성하여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현상 사물은 理와 氣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이 陰陽五行이라는 氣로써 形質
을 이루고, 그 氣가 있는 곳에 理 또한 있게 된다. 理와 氣로 이루어진 점에서는 인간도
사물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인간은 우주의 모든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고가
있게 되고, 그 사고를 理의 측면, 또는 氣의 측면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성립하게 된다.
理를 강조하는 측면은 主理說로 성립되고, 氣를 강조하는 측면은 主氣說로 성립이 되었
다. 그러나 성리학에서는 理와 氣의 어느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인간과 우주는 한 몸, 즉
萬有一體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所與的 존재
론의 가치에 순응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학에 있어서는 주어진 존재론적인 가치에 순응하기보다는 극복해야할 주체
적 대상으로서 존재론을 제시한다. 실학에 입장에서 인간은 萬理의 담지자로 여기고 있
다. 즉 인간은 우주 만물을 이해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존재라고 보고 있다. 인간은 우주의 질서 속에 사는 존재이며,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은 물론, 자발적․동기적으로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학의 입장에서 인간은 원래에 所與된 萬理를 바탕으로 세계 사물의
1)

實理를 인식할 수 있으며 천하의 의리에 자연스럽게 처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다. 따라
서 인간은 실리를 통한 구체적이고 日用的인 사물에서의 지식의 추구와 실천을 요구하
는 실천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추상적
논의의 번잡함에 대하여 실학적 회복에 의한 실천 유학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학은 유학본래의 실제성 중시의 사고방식을 회복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2)

을 우선시 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당시 성리학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空疎한 관
념에 치우쳐 있음으로 인해, 유학 본래의 교육적인 사유인 인간 삶의 일용에 절실한 문
제들을 소흘히 여기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自邇行遠 이나 下學而上達의 교육방법을 강
3)

조 하면서 탈성리학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1) 柳馨遠, 磻溪雜藁,「與鄭文翁東稷論理氣書」.
2) 朴世堂, 思辨錄,「序」.
3) 朴世堂,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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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은 당시의 성리학이 더 이상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적인 사유를 전진시킬 수
없음에 회의를 품고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실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
이다. 다시 말하면 실학이 성리학을 적극 비판하는 탈성리학적인 경향의 핵심은 성리학
이 형이상학적 근거를 밝히기 위한 이론탐구 및 논쟁에 빠저들게 됨으로 인해서, 유학의
본래정신인 실천적 교육에 오히려 소흘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학은 성리학이 본의를 망각하고 空理空論만을 일삼아,
실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교육의 경향에 몰입되어 있는 풍토를 배
격하였다. 그것은 성리학적 견지의 학문과 교육적 태도를 비판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드
러난다. 즉 책은 존숭하되 그 근본정신을 알지 못하며, 그 글을 배우되 본의는 뒷전으로
하니, 생각하고 탐구하면 잘못되었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입장을 밝히면 지났
4)

쳤다고 하니……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하여 성리학
적인 입장의 교육과 학문의 권위로 인하여 교육의 황폐화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하고 있
다. 그리하여 성리학적인 권위를 극복하고 그 근본 되는 참뜻을 얻기 위한 교육과 학문
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世務的인 경륜의 식견과 실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탈성리학적 사유에서 출발하는 실학은 학문과 교육이 경세치용을 위한 것
이 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즉 학문의 바탕인 경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실생활에
쓰이기 위한 것이므로, 경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일에 그것이 이용될
5)

수 없다면, 이는 한낮 읽을 줄만 아는 것뿐이다 고 하여 교육과 학문이 세상에 유용한
것이 되어야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실학은 구체적인 현실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변화를 탄력 있게 수용하
는 현실개조론을 제시하는 교육철학적 전환의 입장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현실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중심으로 기존의 성리학적 사유를 극복하면서 전개되는 실학적
현실개조론의 바탕에는, 사회와 삶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교육철학적인 이해가 그에 앞
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깔려 있었다. 여기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도덕률에 대한 존
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적인 존재로 이해되면서, 인간의 삶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된다.
6)

따라서 하늘이 내고 땅이 길러 주는 무릇 血氣가 있는 것이 똑같이 사람이다 라고 하
여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均是人의 관점을 내세운다. 이러한 均是人
4) 李瀷, 星湖全書, 論語疾書,「序」.
5) 李瀷, 上同, 星湖僿說, 經史門,「誦詩」.
6)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4 「毉山問答」.

實學思想의 敎育哲學的 論議

69

의 관점은 임금이나 국가, 풍속도 그 하는 일과 의미는 같다는 均是君, 均是國, 均是習
7)

俗 으로 이어져 문화적 평등의 원리로 제시된다. 이러한 인간의 이해는 성리학 입장의
명분론적인 계급의식을 부정한다. 따라서 士農工商이라는 四民觀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명분론적인 사회구성이 비판되어지며, 개인의 재능과 학식을 중시하고 그 능력에 따라
8)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구성의 축이 신분을 뛰어넘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신분관을 내세우는 것이였다. 이와 같은 실용적인 사회관의 표
출은 능력을 고려한 適材適所論과 함께 모든 사람이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萬民皆勞
9)

論 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개혁론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내용의 현실화라는 교육철학
적 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였다. 여기에는 탈성리학적인 인간이해로서의 관점의 객관화,
또는 상대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명분에 얽매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성리학적 사유에서 벗어나 인
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한다는 利用厚生論으로 이어진다. 즉 인간의 바른 德은 이용후
생을 통하여 달성되어진다고 하여, 모든 사물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지 않고서도 그 생활
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드물 것이니, 생활이 윤택하지 못하다면 德을 바르게 할 수 없
10)

다 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용후생을 정치의 근본이며 도덕의 근본이라고 보아 利
11)

用하고 厚生하는 것이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正德을 해치게 된다 고 하였다. 따라
서 이용후생에 이르러서 실학은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롭고 넉넉한 삶을 사는가
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학문의 길은 실제의 일에 응해서 誠意에 바탕 하여 실
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성리학적인 사변을 벗어나 원시유학의 바탕에서 이용후
생을 이끌어 낸 것 이었다.
결국 실학사상의 탈성리학적인 사유는 본원 유학에로의 회복을 역설한 것으로 귀결되
어진다. 이러한 탈성리학적 사유는 실학을 통하여 교육과 학문의 방법을 더욱 실제적이
고 실증적인 것으로 이끈다. 즉 교육을 하고 학문을 하는 것은 修己治人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모든 학자들이 늘상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다만 理氣四七의 辨이
아니면, 河圖洛書의 數이고, 太極元會의 說일 뿐으로 修己를 위한 것인지 治人을 위한
12)

것인지 분명치 않다 고 하여 성리학의 空疎․空虛함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성리학의
7) 上同.
8) 上同, 「林下經論」.
9) 上同.
10) 朴趾源, 燕巖集, 熱河日記,「馹汛隨筆」.
11) 朴齊家, 北學議 「自序」.
12) 丁若鏞, 丁茶山全書, 第1輯, 卷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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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空疎․空虛함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교육과 학문의 본질이 修己治人에 있음
을 깨달아 그 본질이 지향한 실제적 학문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성리학의 입장인 理를 중심으로 한 萬有一體觀을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 성리학의 입장은 理를 모든 현상의 所以然者로서 주재능력을 가진 것으로, 궁극
적으로는 天明․太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理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성
리학에서는 理一分殊說을 우선적으로 하여 존재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학적 입
13)

장에서는 理를 이와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실학에서는 理를 脈理․治理․法理로 보아

원리나 법칙적인 것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즉 성리학에서 말하는 性卽理說을 반대하여
理는 天命․太極 및 性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중심으로 삼
고 있는 理一分殊說에 의한 존재론의 언명은 실학의 입장에서는 수긍될 수없기 때문에
성리학적인 만유일체관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인간 존재에 관하여서도 다만 인간이 理와 함께 氣로 이루어졌음을 시인할
14)

뿐이다. 무릇 인간이 生養動覺하는데는 오직 血氣二物이 있을뿐 이라고하여 독립자존하
는 인간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성리학의 天人合一을 전제로「中庸」의
命․性․道․敎를 해석함에 있어서 항상 인간과 물체를 겸한 것으로 보는 兼人物의 관
점에 대해 부정적이다. 실학에 따르면 天命의 性은 사람의 性이고, 率性의 道는 사람의
15)

道이며, 修道의 敎는 사람의 敎라고 하여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킴은 물론, 인간의 주체

적인 입장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자세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즉 동물의 경우에는 선악의
16)

문제를 自作할 수 없지만, 인간은 선악을 다 자작하여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 고 하여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自意로 自欲自作하여 自行할 수 있는 자주적인 권능을 가졌
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특징은 ‘주체적인 자율능력’을 가졌다는 데 있다. 그
리하여 실학사상의 입장에서의 근본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자율적인 주체자로 파악하기
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탈성리학적인 사유에서 출발한 실학사상은 성리학의 理一分殊說의 존재론적인 해명
을 극복하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관을 확립하면서 경세치용․이용후생의 學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그 실증적인 교육적 견지를 전제함으로서 한국교육사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철학적
사유체계를 성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었다.

13)
14)
15)
16)

上同,
上同,
上同,
上同,

第2輯 卷2.
卷5.
第2輯, 卷4.
第2輯, 卷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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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經世致用의 學
경세치용은 학문의 목적이 실용을 위한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즉 經을 窮究하는 것
은 장차 그것을 쓸모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經을 연구하면서도 천하의 모든 일에 시행
17)

하지 못한다면 한낮 글을 읽는 것에 불과하다 고하여 務實의 學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경세치용적인 務實은 유학의 본래 사상인 修己와 安人이 반드시 致用의 각도
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즉 修己와 安人의 어느
경우에나 교육과 학문이 致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하의 모든 일은 광범한
것이지만 이것들을 조치하게 하는 것은 誠이고 그 誠은 實이므로, 만약 실에 힘쓰지 않
18)

고(不務實) 文具로써 공효를 이루려 하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갈 것 이라고 하여 實
心과 實功으로 實政과 實效를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務實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기존의 성리학에서 소흘히 했던 博學의 방법을 중요시한다. 널리 배운다(博學)
19)

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것 이라고 하여 本源儒學의 정신을
회복하는 수단으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0)

이러한 務實을 위한 博學의 견해로서 백과사전적류의 저서 들이 나타나게 된다. 즉
성리학의 경전 숙달에만 자족하지 않고,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추구하는 博學의 방법은
文藝, 詞章, 戰法, 軍律(師律), 陰陽律呂, 天文地理, 醫藥, 卜筮, 數學(算術), 外國語(方
譯)등은 물론 산천의 경계, 도로의 사정, 외국의 풍속, 그리고 道敎와 佛敎의 설까지를
망라한 것이다. 특히 務實을 위한 博學의 으로써 역사의식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21)

일이다. 백과사전류의 저술 동기가 ‘古意를 규명하고 지금의 사정을 살피는데’

역점을

두어 집필되었다고 하는 점은 역사적 지식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역대의 역사적 기록을 간행․반포할 것을 주장하고, 개선된 학제의 교과육정에 歷史書를
22)

정규 과목으로 편성할 것을 주장 함으로써 역사인식의 태도를 보편화 하고자 하였다. 이
것은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務實的인 안목을 넓힘으로써 성리학의 인순고식적인 태도
를 버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博學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에 대한
폭 넒은 지식의 탐구를 중시하는 것은 性理書 중심으로 고집되는 시대의 통념에서 벗어
17)
18)
19)
20)

李瀷, 前揭書.
李脺光 芝峯類說, 卷22 雜著, 「條陳務實箚子」.
上同, 卷5 儒道部,「學問」.
務實을 바탕으로한 經世致用을 강조하는 취지로 등장하는 백과사전류의 저서는 李
脺光의「芝峯類說」, 柳馨遠의「磻溪隨錄」, 李瀷의「星湖僿說」, 安鼎福의「雜同散
異」 등이다.
21) 柳馨遠, 磻溪隨錄, 「書隨錄後」.
22) 上同, 「敎選之制」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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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 학문에서 經世的 務實에 역점을 둠으로써 致用에 이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학문은 自邇行遠과 下學而上達의 실용과 실제성 위주의 방법을 강조하
고 있다. 窮經의 방법은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이며, 또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六經에서 구하려는 것은 모두 얕고 가까운 곳을 뛰어
넘어 깊고 먼 곳에 치달리는 것이며, 거칠고 소략한 것을 소흘히 여기고 精微하고 갖추
어진 것을 본뜨려만 하니 이상한 일이다. 그리하면, 精微한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23)

粗略한 것마저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여 下學而上達의 실용․실제성위주의
교육과 학문의 태도를 주장하고 있다.
下學而上達에 의한 학문의 방법은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下學의 방
법에 충실해야 한다. 이 下學의 방법은 미세한 부분을 최대한 배우고 물음으로써 上達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즉 道는 아래의 것을 배워 위의 것으로 통달하는 것으로, 下學은
배우고 묻는 것이 첫 번째의 일이며, 그 방법은 정밀하고 미세한 것들을 극치에 이르게
24)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博學의 방법은 일상생활의 비근한 일들에서 시작해 나가는 데

25)

있다 고 하였다. 上達을 위해 下學에 힘쓴다는 의미는 먼저 나를 닦는 것으로서 교육과
학문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그래야 만이 실용적인 致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聖人의 말씀은 하나 하나가 모두 致用을 발휘할 수 있으니, 經을 窮究하는 자는 반드
26)

시 본뜻을 추구하고 방증에 도달하여 修己와 安人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고 하여 성
리학이 詩나 읊조리고 앉아 실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爲政과 治國에 실패하였다고 보아, 학문연구의 목적은 장차 천하 만사를 조치할 만
큼 治國․平天下에 유용한 것을 지향하는 데 있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致用을
27)

발휘하기 위해서는 經世, 즉 ‘천하만사를 조치할 수 있는 材具 로서의 인간상을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경제치용의 실학에서는 務實的인 經世致用의 인간을 이루어내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23)
24)
25)
26)
27)

朴世堂, 前揭書.
丁若鏞, 前揭書, 「中庸自箴」.
上同, 「論語古今註」.
李瀷, 前揭書, 經史門,「窮經」.
材具란 德과 義를 품고 재질을 갖춘 사람으로서 李瀷은 柳馨遠이 이러한 經世 재목
의 으뜸이라고 하였다.(國初以來論經世之才皆以先生稱首懷抱德義準備材具不能小施
當世者 <李瀷, 星湖集, 磻溪隨錄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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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利用厚生의 學
利用厚生은 利用과 厚生의 목적이 正德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용후생
이 정치의 기본이며, 도덕의 근본이라는데 있다. 본래 유학의 道는 도덕과 경세를 이끌어
가는데 있다. 그것은 裕民益國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서 農工商賈의 일에 힘써
야 하는 것이 正德을 이루는 이용후생의 내용인 것이다. 즉 正德에 이르는 길은 백성들
의 후생과 복지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흉년과 기아가 들었는데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생활을 돌봐주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법도와 예의에
28)

관한 교양부터 가르친다면 그야말로 비웃을 일이다

하여 이용후생의 측면에서 사회의

낙후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利用한 다음에 厚生할 수 있고, 厚
生한 다음에 그 德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생활이 넉넉하고 서야 비로소 德이 바
29)

르게 될 수 있다 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利用과 厚生이 하나라도 닦여지지 않는다면
30)

正德이 침해된다 고 하였다.
이용후생에 있어서 학문적인 추구는 성리학적인 道學만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학문의
실제는 농업과 상공업의 이치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 농업을 밝히고 상업을 통
하게 하고 공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자가 해야 할 바이다. 농업과 상공
업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학문연구에 있어 실학을 추구하지 않는 허물이 있
31)

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正德을 이루기 위해서는 利用과 厚生을 교육과 학문의 근간으

로 삼아야할 것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용후생의 학문관은 衣食足而知禮節의 이라는
사고 방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용후생의 입장에서 실학은 修己보다는 安人과 治
人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하겠다.
성리학적인 경세규범에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은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의 생활
32)

을 넉넉하게 하고 남는 재물을 쌓아 두어야 한다 는 경제관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33)

마음의 과욕을 막고

생활을 검소하게 하여 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서 찾고

있었다. 즉 도덕적인 생활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제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후생의 실학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검약과 절약
의 도덕적 節用主義가 오히려 빈곤을 초래하였다고 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만드
28)
29)
30)
31)
32)
33)

洪大容, 前揭書, 內集 卷3,「鄕約序」.
朴趾源, 前揭書, 熱河日記,「渡江錄」.
朴齊家, 前揭書.
朴趾源, 前揭書, 課農小秒,「諸家摠論」.
荀子, 富國篇.
孟子, 盡心章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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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날로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 재화라는 것
34)

은 우물물과 같아서 퍼내면 가득 차고,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고하여 이용과 후생
을 도모할 수 있는 상공업의 중시와 함께 소비를 촉진시킬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에 利用的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財富를 잘 다스
리는 자는 위로는 하늘을 잃지 않고, 아래로는 땅을 잃지 않으며, 가운데로는 사람을 잃
35)

지 않는다 는 인간관을 보이고 있다. 또 사물에 처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며, 일에 임해서
36)

기구를 제작 하여 자연을 개발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용후생의 학문관과
관련되어지는데, 생산과 유통의 관점에서 車․船․甓․瓦․道路․橋梁․糞․地利․水
田․水利․農器등에서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수레의 경우,
수레는 하늘에서 나오고 땅에서 움직이므로, 만물을 싣는데는 이보다 이로운 것이 없다
고 함으로써, 자연의 합리적 利用에 의한 厚生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용후생의 學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에 맞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
관을 피력하고 있다. 쟁기와 보습을 이용하여 흙을 갈고 나면 더 이상 사용할 농기구가
37)

없다 는 현실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공구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삶이 윤택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正德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도구를 잘 제작하고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데 있다는 것이다. 즉 德이 이루어진 것은 밭 갈고, 거두고, 질그릇 굽고,
고기 잡는 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따르게 함으로써 마치 물이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흘
38)

러가는 것과 같게 한데서 있었다 고하여, 德의 실현은 이용에 의한 후생의 도모에 있음
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후생의 실학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증가 및 농업기술의 개량
과 나아가 상공업을 장려하여 어떻게 하면 사회와 국가를 윤택하게 하고 부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

34)
35)
36)
37)
38)

朴齊家, 前揭書, 「市井」.
上同, 「財富論」.
朴趾源, 北學議序.
朴齊家, 前揭書,「農器六則」.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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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實學思想의 敎育哲學的 立場

1. 存在論과 敎育的 思惟
실학사상에서의 존재론은 기존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사유인 理一分殊說을 극복하는데
서 시작된다. 이러한 성리학적인 사유극복은 성리학적인 존재론의 탐구를 기점으로 한다.
즉 초기 실학에 있어서는 성리학의 사유인 理一分殊說안에서의 존재론의 설명과 그 변
화의 시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학은 主理的 입장에서 존재론을 피력하
고 있었다.
그러나 主理的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천하만물의 공통적인 속성으로서의 理의 존재
보다는 氣에 대하여 우선성을 갖는 理를 강조함으로써 차별적인 사물세계를 유지하는
질서의 원리로서의 理의 본원을 주장하였다. 즉 天地의 理는 만물에서 드러나니 사물이
아니면 理가 드러날 곳이 없다. 聖人의 道는 萬事에서 행하여지니 일이 아니면 道가 행
39)

해질 곳이 없다

고하여 구체적이면서도 日用的인 사물을 통하여 존재의 법칙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天理의 실현의 주체자로서 능력중심의 인간관을 형성하게 한다. 즉 士
와 民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과 학업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으로 구별한 것이지, 집
40)

안의 화려함과 초라함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든가 , 公卿의 아들이 庶人이 되고, 貴賤
41)

이 대대로 계승되지 않는 것이 본래의 道

라고 한 것은 능력중심의 인간관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교육권을 가지며, 능
력에 따라 지위상승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 존재론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사유는 인간은 보편적으로 도덕을 인식
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믿음은 거의 모든 백성을 대
상으로 하는 보통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온다. 각 마을에 鄕庠이라는
42)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을 받지 않는 백성이 없도록 하겠다

는 것이다. 균등한 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교육적 사유는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존재론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이것은 성리학적인 신분질서의 굴레를 탈피하여 교육에 의한 평등한 권리를 지닌 인
39)
40)
41)
42)

柳馨遠, 前揭書.
柳馨遠, 前揭書,「敎選之制」上.
上同,「敎選之制」下.
上同,「敎選之制」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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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회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존재론적 입장은 인간이 도덕적 주체자임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기존의 성리학에서 사람과 사물의 通塞을 기질의 차이로 말하고, 사람의 지혜로움과 어
43)

리석음도 기질의 차이로 보는 것을 비판 하여 사람의 개인차를 기품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개인차는 性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실학의 존재론적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고
유의 도덕성이다. 즉 인간은 五常之德으로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44)

다른 사물과 구별된다 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의 ‘性則理’의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사람과 사물의 性이 같다는 주장을 극복하고 도덕성을 인간에만 국한시키려는 존재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과 사물은 다르고, 인간과 천지는 애초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언명
한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이 바르다는 것을 부정하고, 오직 사람의 氣와 천지
45)

의 氣가 상응함으로써 천지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고 하여 인간중심 주체적 자율을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간으로 하
여금 도덕적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자율적
인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며 도덕적 본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의 당위, 즉 인간의 윤리
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에 기초한 인간 도덕 이
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할 덕목이라는 인간 주체적인 교육적 사유가 작용
된 것이다.
또 성리학에서는 존재의 세계와 일치되는 당위의 세계를 확인하고 강한 도덕적 실천
을 통해서 자아를 세계의 본질로 수렴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별현상이 도덕적인
理法性 아래 놓여진다는 가설이 전제된다. 그러나 실학에서는 도덕적인 理法性을 전제
한다기 보다는 모든 존재하는 사물 자체 하나 하나의 이치를 파악하여 존재에 대한 인식
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전체를 꿰뚫는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인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는 음양에
精粗․本末이 있는 것은 태극에 정조․본말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 만약 理가 이와
46)

같지 않다면 氣가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는가

라는 주장을 통해 뒷받침 된다. 즉

사물이 움직일 때는 그 움직임의 법칙이 있으며, 고요할 때는 고요함의 법칙이 있다는
43)
44)
45)
46)

朴世堂, 前揭書,「中庸」.
上同,「大學」.
上同, 「中庸」.
李瀷, 前揭書,「答權台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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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각기 대상에 상응하는 존재법칙이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관찰과 경험을 통
해서 확인된 개별적인 법칙을 통하여 일반법칙을 추상해내는 교육적인 사유가 형성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形態와 作爲가 있어 경험적으로 인식되어 진다
는 것이다. 그래서 성리학의 태극의 理는 本然性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실학에 의해
구체적인 사물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진다. 따라서 性이란 구체적인 사물의 존재
47)

법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本然之性의 性 이라기 보다는 氣質之性으로서의 性 이라는 것
이다. 즉 性은 形氣를 초월하여 선험적으로 이미 善을 구유하고 있는 본연지성이 아니라
기질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性이라는 것이다. 각 사물에는 각자의 존재법칙이 있
다고 하여 천하만물이 仁義禮智를 갖춘 생명활동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악에
48)

관계없이 모든 일은 四端을 벗어나지 않는다 고하여 도덕적으로 이해되었던 四端을 만
49)

물의 생명활동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자연의 생명활동과 동
일한 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규범의 절대적인 준거를
설정하고 있는 성리학적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을 좀더 자유스러운 존재로 규정하려는 교
육적인 사유의 발로인 것이다.
이제 실학에서는, 초목은 生은 있으나 知가 없으며, 금수는 知는 있으나 靈이 없고, 사
람은 生과 知에다가 靈明神妙의 用이 있어 萬理를 미루어 다 깨닫고, 德을 좋아하고 惡
50)

을 부끄러워 하는 것이 良知에서 나오니 이것이 금수와 크게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하

여, 기질지성은 사람과 사물이 다같이 얻은 것이지만 道義之性은 오직 사람만이 소유한
것이라고 하여 주체적인 자율능력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학에서는 마침내 주체적 인격의 기반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설정하고 개인의
의지에 기초한 주체적인 인간상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즉 개인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교
육적 사유를 강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르침에는 類를 가리지 않는다 라든가
51)

사람은 누구든 聖人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교육에는 만민의 차등이 없음을 주장
하기에 이른다.

47) 洪大容, 前揭書, 「心性問」.
48) 上同.
49) 초목도 전혀 지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비와 이슬이 내리고 싹이 트는 것은 惻隱의
마음이고, 서리와 눈이 내리고 나뭇잎이 지는 것은 羞惡의 마음이다. 仁은 곧 義이
고, 義는 곧 仁이다. 理는 하나인 것이다.(草木不可謂全無知覺雨露旣零萌芽發生者惻
隱之心也霜雪旣降枝葉搖落羞惡之心也仁卽義義卽仁理也者一而已矣 <洪大容, 湛軒全
書, 心性問>)
50) 丁若鏞, 前揭書, 「古今注」.
51) 丁若鏞, 前揭書, 第2輯, 卷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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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학사상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교육적인 사유의 전제와 함께 평등적인
존재, 자율적인 주체자, 독립 자존하는 존재, 자의적인 자유인의 특성이 두드러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認識論과 敎育的 思惟
실학사상에서의 인식론은 경체치용과 이용후생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서 실제성과
실용성의 실증적인 방법에 바탕을 둔 것 이였다. 이것은 널리 배운다는 것은 博學의 정
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博學은 남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주
장으로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실천하여 본원유학의 정신을 회복의 수단으로도 중요하
게 여기고 있다.
실학에서의 博學의 견해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성리학 중
심의 경전 이해의 방식에서 벗어나 백과사전 식의 지식을 추구하는 博學의 인식론적인
방법은 효용과 실용의 실증적인 교육적 사유를 담고 있다. 즉 교육과 학문이란 장차 致
52)

用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학문의 내용은 사무처리와 제도변화에

이용될 것을 탐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학에서의 인식론의 특징중의 하나는 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을 중시
하여 관료나 학자들은 법제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학교
53)

에서부터 법률 등의 기능적 지식을 교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법과 제도에 관한 지

식을 통하여 이미 권력으로 자리잡은 성리학의 통념에 도전하기 위한 것 이였다. 즉 기
존의 성리학적인 정치제도를 비판하면서, 그 개혁을 시도하는 정당화의 논거로서 법제의
변천을 밝히고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博學을 통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실학에서는 실천적인 지식이 강조되어진다.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고,
54)

道를 알수 있다 는 전제하에 인간은 단순히 사고의 단계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면서
동적인 실천의 지식인으로 끌어들인다. 즉 사람이 일을 하는데 道가 있는 것으로, 가르침
은 본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곧 내가 마땅히 해야할 바를 마련한 것
55)

56)

이다 라고 하고, 聖人이 聖人된 까닭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것임을 주장 하
52)
53)
54)
55)
56)

李睟光, 前揭書, 「秉燭雜記」.
柳馨遠, 前揭書,「敎選之制」下.
朴世堂, 前揭書, 「中庸」.
上同.
上同,「論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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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동을 통한 실천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적 사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추구는 과학적 인식을 지향하고 있다. 실학에서의 과학적 인식
은 성리학적인 견지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신비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
57)

다. 즉 災異說, 占星, 歷譜, 雜占 등에 대한 비판 을 하면서 자연과학적 인식을 증진시키
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을 객관화 시켜 감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발아의 시발점을 제공함은 물론, 관찰을 통한 실증적인 자연연구 방법을 도모한 점에서
실증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교육적 사유의 단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 실학의 인식론은 삶의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氣의 작용인 만물이 생명을 가지고
58)

있다는 관점에서 지구설, 지전설, 무한 우주설의 주장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삶
의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자연에 대한 이해는 성리학적인 인식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로
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틀을 변화시키는 교육적 사유를 형
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의 목표도 理와 氣가 결합되어 있는 세계전체이다. 모든
59)

물체는 계속 움직이며 변화하여 생존하는 것 으로 보고,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식
과 분석의 틀을 형성하여 변화하는 세상의 전체의 흐름을 보라고 한 것이다.
결국 실학에서의 인식론의 귀결점은 태극에서부터 만물에 이르는 ‘氣’적인 실재들에
내재한 법칙성을 알아내는 일이다. 그것은 대상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내용은 ‘氣的인
存在’가 아니라 氣의 속성이나 운동을 말한다. 사물의 속성인 理에 내재한 지식은 곧 구
체적인 지식이며, 그 구체적인 지식을 산출하는 탐구작업은 사물들의 운동의 ‘흔적(跡)’에
대한 경험적인 접근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즉 사물의 인식은 경험의 합리적 재구성이라
는 교육적 사유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대상이 지닌 성질들의 구체적 자료를 축적하
는데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인간과 사물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이미 드러나 있
60)

는 흔적들을 살피어 그것들간에 서로 차이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하여 구체적
지식의 축적을 중요시한다. 사물세계의 흔적을 통해 확인되는 氣적인 실재들간의 차이점
과 공통점이 바로 性이다. 각 사물은 태극의 자기분화를 이룬 후에야 일정한 법칙성(性)
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흔적을 가지고 所以然에 도달한
61)

다 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축적된 흔적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57)
58)
59)
60)
61)

李瀷, 前揭書,「天地門」,「人事門」.
洪大容, 前揭書,「毉山問答」.
朴趾源, 擬請疎通疎.
丁若鏞, 前揭書, 「孟子要義」.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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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들어가면 所以然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천체의 운행의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의 所以然이란 인간
의 일상적인 인식으로 닿기 어려운 존재양식이 아니라 사물의 세계 속에 이미 뚜렷이 드
러나 있는 것으로서 누구든 다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지식에 대하여 ‘추상적 사유’가 합쳐지면서 인간의 인식이 성립된다. 즉
감각적 자료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사유판단의 과정에서 감각과 추상의 결
합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각의 내용을 ‘추상적 사유’가 종합함으로써
대상의 인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가 산출하는 지식의 내용은 사물의 속성이다. 그것은 氣의
理로서 所以然을 말한다. 이러한 所以然에 대한 탐구는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탐구가 지식을 산출하는데는 드러난 흔적들을 직접 지각하는 일과
함께 그것들간의 상이점을 확인하는 추상적 사유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곧 下
學而上達, 또는 自邇行遠의 교육적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학사상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는 박학에 의한 백과사전적 지식, 실천적인 지
식, 과학적인 인식, 경험의 합리적 재구성이 그 교육적인 사유로 집약되어진다.

3. 價値論과 敎育的 思惟
실학사상에서의 가치론의 입장은 실학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가치이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실학은 인간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
다 줄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학에서의 가치론은 올바른 治平을 하는 데로 귀결되어 진다. 즉 하는 일 마
62)

다 모두 하나 같이 바름으로부터 나와야 治平의 효과를 이룬다 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治平을 위한 것으로 勤學의 實, 正心의 實, 敬天의 實, 恤民의 實, 納諫諍의 實, 振紀綱
의 實, 任大臣의 實, 養賢才의 實, 消朋黨의 失, 飭戎備의 實, 厚風俗의 實, 明法制의 實
63)

등을 제시하여 治平에 있어서 그 得實 을 강조하고 있다.
治平을 위한 가치는 국가의 질서를 재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의한 사회질서는 사대부의 퇴폐, 농민의 몰락, 정부의 기강해이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던 조선 당시의 현실에서 실학이 내린 판단은 질서의
재건이 가장 급선무였다. 이러한 질서의 재건은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회적인 지위
62) 李睟光, 前揭書,「條陳務實箚子」.
63)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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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지위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의 사회적
인 지위란 세습되는 것이 아닌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기본적
으로 제도의 개혁, 그 중에서도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한다. 즉 토지의
평등분배를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는데에서 그 출발을 삼고 있다. 대다수의 인구를 차
지하고 있는 농민에게 골고루 토지를 분배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은 산사람이 먹고 살수
있으며, 죽은 사람의 장례를 지내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낼 수 있으며, 가계를 세
64)

울 수 있는 양이며, 또 일정한 저축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하여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실학이
추구하는 가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학은 성리학에서 부정하였던 인간의 利心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인다. 즉 利(利益)라는 것은 便益을 일컫는다하여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
65)

려는 마음을 동일한 情으로 갖고 있다 고 하였다. 이처럼 利를 중시하는 관점은 公利的
인 입장에서의 실리적인 효과를 얻는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利를 중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仁政의 근본 출발점
66)

은 백성들에게 利를 추구하기 위한 산업을 정해주는 것임을 강조한다.

실학에 있어서 인간의 편익의 강조는 가치의 상대화로 이어진다. 즉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지만, 사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사물이
67)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사물은 매한가지다 라고
하여 以天視物의 관점에서 가치의 상대성으로서의 物性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론적 근
거의 교육적 사유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사물의 도움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하여, 군신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예절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
68)

미에게서 각각 취하였기 때문에 聖人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물

을 인간의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폄하해 버릴 것이 아니라
각기 사물 나름대로의 상대적 가치가 있다는 객관적인 가치기준을 형성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실학에서의 가치관은 사물을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게 하는 ‘이용대상’으로 인식하

64)
65)
66)
67)
68)

柳馨遠,
朴世堂,
朴世堂,
洪大容,
上同.

前揭書 「田制」上.
西溪全書 上,「應求言疎」.
前揭書,「孟子」.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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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성리학적 입장에서 우주를 구성하여 상생상극하는 것으로 보는 五行을
실학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대표적인 물질로 인식하
였다. 즉 五行이란 하늘이 부여하고 땅이 쌓은 바로서 사람이 힘입은 것일 뿐으로, 그것
은 正德․利用․厚生의 도구로써 그 쓰임은 세상이 잘 다스려 지고 만물이 이루어지는
69)

功能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고하여 五行 자체를 善用의 가치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五行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날마다 써야하는데, 五行을 작위
적으로 해석 해왔기 때문에 강철 도가니를 만들지 못하여 구리를 녹이지 못하니 쇠가 제
70)

구실을 못하고, 수레를 이용하지 못하며, 벽돌을 활용하지 못한다 고하여 五行을 인간이
이용하여야 할 사물의 성질로 보고 있는 것이다. 五行의 성질에 의한 사물의 활용은 과
학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적 사유를 낳게 하고, 이와 같은 과학기술에 의한 수레와
배의 사용은 상품의 유통과 물가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계까지 이른다. 그렇게 되면
71)

시장의 형성과 생산물의 공급이 확대되어 농업과 상공업이 다함께 발전하게 된다 는 것
이다.
나아가 상업의 발전을 위하여 士族의 상인화를 주장한다. 즉 수륙을 교통하여 장사하
는 일은 士族에게 허가하여 사업자본을 제공해 주고, 좋은 성과를 올리는 자는 국가의
72)

인재로서 등용함으로써

상업경제유통의 활성화의 重商主義의 가치론을 제시하고 있다.
73)

따라서 상공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利用監의 설치를 주장하고 , 사람들
각자가 맡은 바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실용의 가치로 삼아야할 것으로, 요․순
74)

임금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실용으로 천하만사를 다스렸다고 하여

근본적으로는 모두

가 실천에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가치로 하는 교육적 사유를 함유하고 있다.
이상에서 실학사상의 가치론적인 측면은 인간 삶의 번영과 사회적 안정에 역점을 두
어 治平을 위한 제도개혁, 공리주의적 편익, 가치상대화에 대한 객관적 기준, 사물의 효
과적인 이용에 의한 상공업의 발달을 교육적 사유의 방향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69)
70)
71)
72)
73)
74)

朴趾源, 洪範羽翼序.
朴齊家, 前揭書, 「五行汨陳之義」.
上同, 「附丙午所懷」.
上同.
丁若鏞, 前揭書,「技藝論」.
上同, 「經世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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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 論
실학사상은 한국교육사에서 일련의 현실 개혁적 사상체계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교육
철학적인 사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실학사상이 함유하고 있는 현실문제를
타개하려는 의지가 교육적 체계와 연계되어 수행되어진 것이고, 그 저변에는 실학이 의
도하는 현실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학문을 추구하는 교육적 사유가 전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실학은 당시 교육적 정신을 주도해 오던 성리학이 형이상학적 관념
의 포화상태에서 더 이상 새로운 교육적 사유의 단서를 제공할 수 없게되자 구체적인 현
실세계로의 학문적인 방향을 돌리는 새로운 교육적 사유의 방향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즉 성리학적 토양의 교육적 사유가 갖는 현실적인 취약성에 대한 보강의식을 가지고 경
세․이용의 측면의 범위 확대와 내실의 강화를 위한 사유체계를 구상함으로서 새로운
교육철학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실학사상은 脫性理學的 思惟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진다. 근본적으로는 본원
유학을 토대로 한 務實精神을 계승하면서 그 적용과 시행과정에서 성리학적인 입장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 교육경향에 의해
배태된 空理空論的인 성리학의 풍토를 배격하고, 교육과 학문에 있어서 世務的 經綸과
實을 중시하는 경세치용을 강조한다.
또 성리학적 명분론에 얽매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인간의 바른
삶은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삶을 경륜하고 도덕의
근본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삶을 이롭고 넉넉하게 한다는 이용후생의 논리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탈성리학적 사유에서 비롯된 실학사상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관을 확
립하면서 그 실증적인 교육적 견지를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평등한 인간관의 존재론
을 설정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의 논리와 개인의 의지에 기초한 주체적인 인간상을 길러내
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담보하는 교육적 사유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실제성과 실용성에 바탕을 둔 인식론을 전개하여 博學을 통한 실천적인 지
식의 추구와 과학적인 인식을 통한 실증적이고도 합리적인 교육적 사유의 단서를 마련하
고 있다. 즉 교육적 입장에서 사물과 대상의 인식은 경험의 합리적 재구성을 전제함으로
써 下學而上達이나 自邇行遠같은 근대적 의미의 교육원리를 형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물과 대상을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으로서의
가치론을 설정함으로써, 각기 사물 나름대로의 상대적 가치의 활용을 통한 인간 삶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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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사회 안정을 도모할 교육적 사유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철학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 것으로 귀결되
는 것이라고 할 때, 조선 후기에 형성된 실학사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교육철학의
의미로 談論化 될 수 있다. 그것은 실학이 추구하는 바가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현
실적인 經世․利用에 의한 厚生의 강구 능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지향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한국전통의 精神史 속에서 지적성장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기 때문에 교육적 思惟의 새로운 典型(paradigm)인 교육철학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實學思想의 敎育哲學的 論議

85

참고문헌

論語.
大學.
孟子.
朴世堂, 思辨綠.
朴世堂, 西溪全書.
朴齊家, 北學議.
朴趾源, 燕巖集.
荀子.
柳馨遠, 磻溪隨綠.
柳馨遠, 磻溪雜藁.
李睟光, 芝峯類說.
李瀷, 星湖全書.
丁若鏞, 丁茶山全書.
朱子語類.
中庸.
洪大容, 湛軒書.
金龍德, 朝鮮後期 思想史 硏究, 서울:乙酉文化社, 1977.
劉元東, 韓國實學槪論, 서울:正音文化社, 1984.
李丙燾, 韓國儒學史, 서울:亞細亞文化社,1987.
李容吉, 儒學의 認識論에 對한 敎育哲學的 論議,「敎育硏究」第20號, 圓光大學校 敎育問題硏
究所, 2001.
張德三, 新敎育史․哲學, 서울:載東文化社,2000.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한울아카데미,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