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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김평묵의 斥邪論은 서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 본질을 알
고자 함이 主가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성리학적 유교의 華夷라는 이분법적 논리
의 中華意識에 매몰되어 서양 것에서는 하나도 배울 것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
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衛正闢邪, 內修外攘이 天理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직 천
리를 지키는 것만이 성인, 군자들이 할 일이었으므로 그 이외의 모든 諸家의 학
문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서양학문에 대한 극단적인 폐쇄성과 더 나아가 이후의 강력한
정치적 실천성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내외적 정치,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나온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5S1A5B4A01037366).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연구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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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19세기 초 조선에서는 대내적으로 양반 벌열정치의 폐단이 만연하였
고 서양의 異樣船艦이 江海의 沿岸에 왕래하며 물자가 교류되고 서양인들이 들
어와 천주교도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서구열강
의 군사적 침략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朝野에 위
기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던 때, 이항로, 김평묵의 노론 산림계는 자신들의 정치
적 생존 노선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움직임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 가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주제어
척사사상, 화서학파, 서학, 김평묵, 내수외양, 벽사변증기의

I . 서론

김평묵(1819~1891)은 학자들에 의해 華西 李恒老(1792~1868) 學派의
斥邪運動을 배후에서 지휘해 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1842년 이항
로의 문하에 나아간 뒤 이항로의 주리론과 척사론을 철저하게 계승한 인
물이다.1) 1860년대에 들어 이항로가 신병으로 강설을 주재하지 못하게
되자 同門의 同學 겸 제자인 유중교와 함께 화서학파를 실질적으로 지도
하였고 1868년에 스승이 사망한 후에는 그 학파의 宗長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김평묵은 이항로 사후 그의 학통을 이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학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2)

1) 權五榮, 「金平黙의 斥邪論과 聯名儒疏」, 『韓國學報』 15권 2호, 1989,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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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의 華西 학파는 노론 중에서도 失勢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19세기 중엽 主氣論이 지배적인 기호학계에 主理論을 주장하고
형성된 新興畿湖儒林으로 당시 洪直弼-任憲晦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 기
호유림과는 出處觀을 달리하고 있었다. 임헌회 학파는 儒者로서 常道를
지켜 自靖의 노선을 줄곧 견지한 반면, 화서 이항로 학파는 上疏나 擧義
를 통해 적극적인 척사론을 전개했다.3)
김평묵의 학문적 틀은 이항로의 사상체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지
만,4) 이항로의 死後 일본에 대한 문호 개방과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항하
여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초기의 그의 斥邪論은 국내외의 정
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김평묵의 척사론
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척사론의 연원 및 형성과정과
그 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의 초기의 저술인 『闢邪辨證
記疑』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김평묵의 척사론에 대한 연구는 1860년대의 禦洋論과 그의 정치
사상5), 그리고 1876년 개항 당시 洪在龜 등 50인이 올린 丙子聯名儒疏 및
1881년 辛巳聯名儒疏에서 그의 활동에 치중되어 있어, 『闢邪辨證記疑』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6) 이 글

2)	吳瑛燮, 「華西文學의 對西洋認識: 李恒老·金平黙·柳麟錫의 경우를 중심으로」,
『泰東古典硏究』 제14집, 1997, 116쪽.
3) 權五榮, 「金平黙의 斥邪論과 聯名儒疏」, 129쪽.
4)	吳瑛燮, 「華西文學의 對西洋認識: 李恒老·金平黙·柳麟錫의 경우를 중심으로」,
122쪽.
5)	李載錫, 「朝鮮朝末 危機의 知識人, 金平黙의 政治思想」,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
구』, vol.2 No.1, 2003; 李澤徽, 「重菴 政治思想 論攷 : 韓末 斥邪衛正運動의 性格
과 金平默의 政治理念」, 『서울교육대학교논문집』 제10집, 1977.
6)	양인성, 「<벽사변증기의>(闢邪辨證記疑)를 통해서 본 김평묵의 척사론」(김성태
신부 고희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편,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문화』, 한국교회사
연구소, 2011)은 『闢邪辨證記疑』에 대한 專論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대해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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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66년에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1863년에 나온 그의 스승 李恒老의
『闢邪錄辨』과 마찬가지로 李正觀의 『闢邪辨證』을 읽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붙인 것이다. 따라서 두 글을 비교해 본다면, 개항 이전 두 사람
의 초기 척사론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물론 이항로 학파의 척사
론의 성격 등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 『闢邪辨證記疑』의 저술 배경

19세기에 들어와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9) 등 여러 차례의 천
주교 탄압이 단행되고, 斥邪윤음의 반포나 척사에 관한 문헌의 잦은 간
행 등을 통해 조선 정계나 학계에서 척사론이 강경하게 표출되어 나왔
다. 1835년(純祖35) 이항로는 「憂歎」7)이라는 제목의 詩를 짓는데, 이것이
이항로의 위정척사 이념의 연원이라고 하며 김평묵도 그 자신의 척사론
의 연원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8) 그 詩에는,

오막살이집은 크기가 말만한데(弊屋寬如斗)
어찌타 만 휘나 되는 근심만 쌓였나(安儲萬斛憂)
천지의 봄은 고요하기만 한데(乾坤春寂寂)
밤에 부는 비바람은 쓸쓸하구나(風雨夜悠悠)
黑水의 물결은 파란이 많고(黑水波瀾闊)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7)	『華西集』 권1 詩 憂歎(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304권 華西集Ⅰ, 民族
文化推進會, 2003, 42쪽).
8) 權五榮, 「金平黙의 斥邪論과 聯名儒疏」,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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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도깨비는 그윽이 숨어 있네(西洋鬼魅幽)
동쪽 바다 오히려 얕지 않으니(東溟猶未淺)
우리 도가 어찌 길이 끝나겠는가(吾道詎長休)

라고 하여 ‘흑수’로 비유되어 있는 南人 宗師인 尹鑴의 정치적 후예와 ‘서
양 도깨비’로 표현된 당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양세력의 東漸을 경계하
면서 국내의 失勢한 남인세력과 조선으로 진출해 오는 서양세력을 邪로
규정하여 배척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이항로의 詩는 김평묵은 물
론 柳重敎, 崔益鉉 등 이항로 학맥의 위정척사이념과 운동의 연원이 되
었다.
이항로의 『벽사록변』을 보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일찍이 己亥(1839)에 禮山 李正觀이 『闢邪辨證』을 써서 草本을 나에게 주
어 수정하고 다듬어 달라고 했다. 그러므로 睡翁 南啓來에게 청하여 그의 大
父9)인 八灘公 南肅寬(1704∼1781)10)이 지은 『遠西艾儒畧萬物眞源辨』을 빌려
대략 그 梗槪를 알게 되었고 오래된 종이 더미 속에 섞어 넣어두었다. 雨村
金平黙이 나에게 글을 한 편 쓰기를 권하였는데, 질병이 깊음을 핑계삼아 거
절하였다. 壬戌(1862)에 … 우연히 옛날에 쓴 글을 발견하였다. 이에 요점 몇
단락을 기록해서 그 소략함을 보완하였다. … 癸亥(1863) 정월 7일 李恒老
씀.11)
9) 할아버지와 한 항렬되는 有服親 밖의 男子.
10)	남숙관에 관해서는 이홍식, 「팔탄(八灘) 남숙관(南肅寬)의 한역시조 연구」(『時調
學論叢』 第41輯, 2014.07)를 참조할 것.
11)	『華西集』 권25 雜著 「闢邪錄辨」, 9쪽左-10쪽右. 權五榮(권오영, 「金平黙의 斥邪
論과 聯名儒疏」, 131쪽)과 琴章泰(금장태, 『東西交涉과 韓國近代思想』, 成均館大
學校出版部, 1984, 51쪽)는 이정관의 『闢邪辨證』이 이항로의 척사론 형성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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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그는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유교의 윤리, 도덕적 우월성을
근거로 서양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의 글을 보면 그의 서양의
학문, 사상과 문물을 비판함에 있어서 바탕이 된 지식은 그리 깊지 않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1841년에 지은 글에서 그는 1801년 신유사옥 직후
반포된 討逆頒敎文과 안정복의 天學問答, 天學考, 李正觀의 闢邪辨證,
南肅寬의 遠西艾儒略萬物眞源辨略 등 각종 척사문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천주교를 알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12)
김평묵도 그의 『闢邪辨證記疑』 序에서 『벽사변증기의』가 나오게 된 과
정을 간략하게 기술해 놓고 있다. 이에 의거하면, 1866년 유중교는 이항
로의 둘째 아들인 李墣이 闢邪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낙
했지만, 연이은 사고 등으로 글을 쓸 겨를이 없었다. 이를 알게 된 김평
묵이 1847년에 李正觀의 『闢邪辨證』을 읽고 미심쩍은 것을 기록해 놓고
내버려 둔 원고를 다시 손질해서 이 글이 만들어졌고, 그는 이것을 필사
해 유중교, 이복에게 주어 바로잡아 줄 것을 간청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13)
『闢邪辨證記疑』 序에, “숭정 기원(紀元) 후 네 번째 병인(崇禎四丙寅)
중복(中伏) 다음날”이라고 서문을 쓴 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

적인 계기가 된 책이라고 한다.
12)	吳瑛燮, 「華西文學의 對西洋認識: 李恒老·金平黙·柳麟錫의 경우를 중심으
로」, 108쪽.
13) 『重菴先生別集』 卷5 雜著 『闢邪辨證記疑』 序, 1쪽右-2쪽右. 權五榮은 김평묵이
1847년에 쓴 『闢邪辨證記疑』가 이항로의 『벽사록변』보다 먼저 완성되었고, 1857
년 華西가 김평묵의 권유로 洋說辨을 저술할 때, 유중교를 통해 김평묵의 『벽사
변증기의』를 얻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김평묵이 화서가 척사론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평묵은 1861년 이래 유중교를 통
해 이항로의 양설변을 열람하고자 했으나 이를 접하지 못하고 거의 독자적으로
척사론을 형성시켜 나갔다고 보고 있다(權五榮, 「金平黙의 斥邪論과 聯名儒疏」,
130쪽~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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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66년 음력 6월 14일이 된다. 이때 김평묵은 1847년에 써 두었던 글
을 다시 손질해서 글을 완성하였는데, 1866년 2월 이래로 병인박해가 진
행 중인 시기였다. 1831년 조선교구의 성립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
에 들어와 활동 중에 있었고, 1860년 영·불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과 러
시아의 남하로 대외적 위기감이 고조됨과 함께 천주교에 대한 척사 여론
의 고조는 흥선대원군 정치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였다.
이복이 유중교에게 闢邪의 글을 부탁한 것은 병인박해의 상황과 관련
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闢邪辨證記疑』 序에 보면, 유중교와 마찬가
지로, 김평묵 자신도 1866년 2월 아들의 病死, 3월에는 楊根의 大谷으로
이사하는 등으로 손을 댈 수 없었지만, 벽사의 글을 마음에 늘 두고 있었
음을 말하고 있다. 김평묵은 자신이 이 글을 쓴 취지에 대해서,

聖上께서 새로이 정무를 통괄하시는데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하심이 대
단하셨다. 즉시 악당의 두목을 멸하고 또한 소굴을 쓸어버림으로써 국내와
국외에 好惡함을 明示하신 이것이 바로 난리를 평정해 태평성세를 이루는 큰
기회이다. 그리고 오로지 德敎를 內修하는 것으로써 외세를 물리침의 근본으
로 삼는 것은 아직 도모함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諸臣이 임금의 총명을 개
발할 수 없었던 허물이며, 내외의 有識한 사람들이 밤낮으로 간절하게 바란
것이다. … 만일 非凡한 모략과 功業으로 대책을 輔助할 것이 있다면, 모두
분수 내에서의 일이지만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14)

라고 하여, 자신은 諸臣이 못한 일을 在野의 儒者로서 분수에 맞게 高宗
을 도와 德敎의 內修를 통해 攘夷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항로의 『벽사록변』과 김평묵의 『벽사변증기의』가 세상에 나온 것은

14) 『重菴先生別集』 卷5 雜著 『闢邪辨證記疑』 序, 1쪽右~2쪽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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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으로 양자 간에 3년의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정관의 『벽사변증』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나온 글들임을 알 수 있는데, 모
두 다 천주교 교리서 등 서학 관련 서적들을 직접 읽고 서양의 종교, 사
상과 문물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학에 관한 많은 서적들을 읽고
학문적으로 깊은 성찰을 통해 비판한 실학자들의 저작을 통해 간접적으
로 서양에 관한 지식을 접해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서학에 대한
이해는 실학자나 동시대 천주교 비판론자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깊은
철학적 사상 및 과학 기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통해 이루어진 것
이 아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수준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며,15)
재야 유교지식인으로서 당시 조선이 처한 국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內
修外攘의 정치적 논리를 진개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星湖 李瀷(1681-1763), 安鼎福(1712-1791)과 愼後聃(1702-1761) 등 18

15)	이러한 서학에 대한 비판의 방식은 兪星柱(1760~1837)가 1810에 『僿說辨』을 지
어 李瀷이 西學書인 『七克』, 『靈言蠡勺』, 『主制群徵』에 대해 평가한 것에 반론을
제기하여 이익의 西學觀에 대해 논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吳熙常과 洪
直弼이 1818년경에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척사론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
던 安鼎福의 『天學考』를 읽고 논변하면서 냉소적으로 안정복이 천주교를 논한
것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尹宗儀(1805-1886)의 『闢衛新編』에서
는 천주교 관련 논설의 대부분이 중국 인사들이 천주교를 비판한 2차 사료들이
었고 조선의 척사론 중에서는 안정복의 『天學問答』, 이정관의 『天學攷辨』, 金致
振의 『斥邪論』 세 편이 인용되었다(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노론 척
사론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46, 2007, 212쪽~228쪽 참조); 양인성 역시 김
평묵의 척사론은 서학서를 직접 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척사서를 통해 제한적
으로 서학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라 하고,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김치진이 천주교 신자와 함께 하면서 교리를 이해하고 척사론을 전개한 것, 윤
종의가 청나라 魏源의 『海國圖志』 등을 읽고 이를 『闢衛新編』에 반영했던 것과
비교할 때 김평묵의 척사론이 갖는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양인
성, 「<벽사변증기의>(闢邪辨證記疑)를 통해서 본 김평묵의 척사론」, 403쪽): 吳
瑛燮, 「華西文學의 對西洋認識: 李恒老·金平黙·柳麟錫의 경우를 중심으로」,
108쪽~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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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攻西派는 서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補儒論的 해석을 받아들
였다. 洪正河16) 역시 「證疑要旨」 「實義證疑」, 「萬物眞源證疑」, 「眞道自證
證疑」, 「盛世蒭蕘證疑」라는 5편의 證疑를 써서, 辛亥迫害(1791년)가 일어
난 이후의 상황에서 천주교에 대한 더욱 근원적인 비판론을 확립하고자
하면서도, 천주교세의 확대에 대한 우려의 뜻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천주교도들을 극악한 형벌로 처벌하는
등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원한과 분노를 일으키고 더욱 유교에서 멀어지
게 하기보다는 西學書를 철저히 궁구해 미세한 부분까지 잘못된 단서들
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천주교도들을 유교로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신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심
지어 그는 천주교를 배우는 신자가 겪었던 ‘신오(神悟)의 참된 체험(眞驗
神悟)’이라는 종교 체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서학에 대한 비판적 저술에 증의(證疑)라는 명칭을 붙였다17)고 했는데,
이러한 斥邪의 방법론은 이항로 및 김평묵의 그것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것이다.18)
李正觀(1792-1854)은 이항로와 함께 1830년대에 척사론을 주도한 대

16)	홍정하의 생몰년대는 未詳인데, 南人 계열의 인물로 짐작된다(금장태, 「髥齋 洪
正河의 서학비판론과 쟁점」, 『종교와 문화』 제7집, 2001, 23쪽~24쪽). 그의 5편
의 證疑에 그가 正祖 때의 處士였다는 것과 致命에 대한 언급 등이 있는 것을 보
면, 1791년(正祖 15)에 있었던 珍山사건 직후나 이후 얼마 안 된 때, 더 나아가면
1801년 辛酉迫害가 일어난 후 얼마 지난 사이에 5편의 證疑가 저작된 것으로 추
측된다.
17)	『大東正路』 卷之五, 斥邪 證疑要旨, 19쪽右-20쪽右(許侙 等著, 李離和 編, 『朝鮮
事大斥邪關係資料集』6, 서울: 驪江出版社, 1985, 403쪽~405쪽).
18)	朴珪壽(1807~1876)는 尹宗儀의 『闢衛新編』을 평한 『闢衛新編評語』에서, 천하의
儒者를 모아 서양의 천주교서를 직접 분석하고 논박해야 한다고 하였다(孫炯富,
『朴珪壽의 開化思想硏究』, 일조각, 1997, 42쪽~45쪽; 노대환, 「18세기 후반~19
세기 중반 노론 척사론의 전개」, 227쪽).

06송요후-동국사학64-2차 227

18. 7. 10. 오후 2:56

228

동국사학 64집(2018.6)

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안정복의 『天學問答』을 검토한 후 『天學攷辨』을
썼고 1839년에는 『천학고변』의 내용을 심화시켜 『벽사변증』을 지었다. 이
정관은 친구 사이였던 이항로에게 『벽사변증』 草本을 보내 수정하고 다
듬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정관은 山林 계열과 북학론 계열의 척사 논
리를 절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19) 그가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
은 것은 역시 안정복과 이익의 서학에 대한 평가였으며 서학서들 그 자
체가 아니었다. 이정관의 『벽사변증』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벽
사변증』을 비판한 이항로의 『벽사록변』과 김평묵의 『벽사변증기의』를 통
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항로의 『벽사록변』은 15개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제목을 붙여 비
판을 가하고 있고, 김평묵의 『벽사변증기의』에서는 26개의 항목으로 나
누었는데, 그 각 항목은 김평묵이 의심이 가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벽
사변증』의 내용을 나열하고 이하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
은 이익, 안정복, 그리고 홍정하의 경우처럼 서학서나 천주교 신앙의 실
상에 대한 철저한 窮究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이라기보
다는 자신들이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던 主理論에 입각해서 이익과 안정
복, 더 나아가 이정관의 西學觀과 서학 및 당시 조선에 침투하였던 서양
문물 등, 서양 세력에 대한 비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성격을 내포한 것
이라 하겠다. 결국 김평묵의 척사론은 이익, 안정복과 이정관 등, 기존의
서학 인식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에 입각해서 나름대로의 척
사 방법론을 개진했다고 할 수 있다.20)
이항로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내적으로 양반 벌열정치의 폐단이 극심
해져 민중은 도탄에 빠져 있고, 대외적으로 서구열강의 동양침투가 가속
19)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노론 척사론의 전개」, 223쪽.
20)	權五榮, 「金平黙의 斥邪論과 聯名儒疏」, 133쪽; 양인성, 「<벽사변증기의>(闢邪辨
證記疑)를 통해서 본 김평묵의 척사론」, 401쪽~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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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조야에 위기의식이 점차 높아지던 때였다. 노론 산림계의 斥邪論
은 이러한 국내외의 정치·경제 및 사상적 상황 속에서 정권 담당자로서
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정치·사상적 영향력을 펴나가고자 하는
방책으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재야 노론 세력의 강한 정치
적 의도가 그 안에 개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III . 『闢邪辨證記疑』에 보이는 『闢邪辨證』의 내용

김평묵은 이정관이 쓴 『벽사변증』의 내용에 대해 26개 항목에 걸쳐 비
판함과 동시에 서양 세력 및 문물의 도래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衛正斥邪 및 內修外攘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고 있다. 그는 검토의 대본으로 삼았던 이정관의 『벽사변증』의 내용은 전
부 한 칸 아래로 내려 한 줄에서 몇 줄에 걸쳐 열거하고 바로 다음 줄부
터 한 칸을 내리는 것 없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우선, 김평묵
의 『벽사변증기의』에서 26개의 항목에 걸쳐 인용된 이정관의 『벽사변증』
의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星湖 李瀷이 利瑪竇의 七克이라는 책을 논하여 四勿21)의 脚註라 운운
함(星湖李瀷論利瑪竇七克之書 爲四勿之註脚云云).
(2)	佛蒜國은 國王과 父母의 어른들께 절하지 않으며 鬼神을 믿지 않으며

21)	『論語』顔淵篇에 나온다. 顔回가 孔子에게 “仁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해 공자가, “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
勿動).”고 한 네 가지의 가르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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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제사지낼 따름이라고 운운함(佛蒜國 不拜國王父母之尊 而不
信鬼神 祀天而已云云).
(3)	왕이 나와 禮堂에 앉아 무리를 위해 說法하여 이르기를, 人生은 심히
어렵고 天道는 바뀌지 않는데, 간음, 도둑질, 細行22), 남을 속이는 것,
자신을 편하게 하고 남을 위태롭게 하는 것,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속
이고 학대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죄가 막대하다고 운
운함(王出坐禮堂 爲衆說法曰 人生甚難 天道不易 姦非劫竊細行謾言
安己危人 欺貧虐賤 有一於此 罪莫大焉云云).
(4)	무릇 전쟁에 출정하여 적에 의해 살육당한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태
어나고 복을 얻는 것이 헤아릴 수 없다고 운운함(凡有征戰 爲敵所戮
必得生天 獲福無量云云).
(5)	唐나라 皇帝는 부드럽게 西夷로 하여금 환속해서 중국 사람들과 뒤섞
여 거처하게 한 것은 사찰을 설치해서 摩尼로 처하게 함으로써 오히
려 작은 폐가 되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고 운운함(唐帝靭令西夷歸俗
使之混處於中國 不如置寺而處摩尼之猶爲小弊也云云).
(6) 錢牧齋의 景敎考를 운운함(錢牧齋景敎考云云).
(7)	萬曆29年 天津 稅監 馬堂이 大西洋 利瑪竇의 方物을 올렸다. 禮部가
말하기를, 大西洋은 會典에 올려 있지 않으니 眞僞를 알 수 없고 또한
그 올린 바 天主女圖는 不經하며 주머니에 神仙의 뼈 등이 있다는데,
신선은 날아 올라가는데 어찌 뼈가 있을 수 있는가?. 마땅히 冠帶를
주어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운운
함(萬曆二十九年 天津稅監馬堂 進大西洋利瑪竇方物 禮部言 大西洋不
載會典 眞僞不可知 且其所貢天主女圖 旣屬不經 而囊有神仙骨等物 夫
仙則飛昇 安得有骨 宜給冠帶 令還其國 不報云云).

22) ‘細行’은 ‘자그마한 실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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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順庵이 이르기를, “明末 曆法에는 잘못이 많았다. 또한 병사를 씀이
막 急하였는데, 西士가 때마침 와서, 그로 하여금 治曆하고 火器를 만
들도록 하였다. 淸나라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天主堂을 세웠는데, 僧
寺, 道觀 같음에 불과했을 따름이며, 일찍이 그 學을 숭상하지 않았
다.”(順庵曰. 明末曆法多錯. 且用兵方急. 而西士適來. 使之治曆. 又造
火器. 至于淸人. 始立天主堂. 而不過如僧寺道觀而已. 未曾崇其學).
(9)	지금 중국에서 마술하는 사람은 불을 토하고 칼을 삼킬 수 있는데, 대
다수가 西番 사람이다. 서양 지역에서는 또한 색다르게 총명하여 그
땅에서 태어난 자의 대부분의 이상한 술법은 天度23)를 妙解하고 曆
法·算數를 관측하며, 器用의 정교함과 醫藥의 신기한 효험에 있어서
는 진실로 中國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있지만, 그 종교는 魔道일따름
이라고 운운함(今中國幻戲之人 能吐火呑刀者 類多西番之人 至於西洋
一區 又鍾得異樣靈明 生於其土者類多異術 妙解天度 推步曆法筭數 至
於器用之精巧 醫藥之神效 眞實有遠過於中國者 然其敎魔道而已云云).
(10)	星湖가 이르기를, “지금의 時憲曆은 百代에 弊가 없다. 曆家의 세월
이 오래된 착오는 오로지 歲差法이 그 要를 얻지 못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西國의 曆法은 堯王 시절의 曆法과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운운함(星湖曰 今時憲曆 百代無弊 曆家之歲久差忒 專由歲差法之不
得其要 西國曆法 非堯時曆之可比云云).
(11)	혹자가 順庵에게 묻기를, “星湖 선생은 늘 利瑪竇는 聖人이라 일컬었
는데, 그렇게 믿는가?” 이르기를, “聖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通明의
聖’은 ‘크고 교화하는 聖’과 같지 않다. 선생의 이 말은 西士의 才識은
通明이라 일컬을 수 있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堯舜周孔의

23)	經緯의 度數. 하루낮과 하룻밤에 걸쳐 하늘이 움직이는 단위를 하늘의 1도로 하
고 달력의 하루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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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을 그에게 허락하겠는가?”라고 운운함(或問於順庵曰 星湖先生常
謂利瑪竇爲聖人 其信然乎 曰 聖有多般 通明之聖 與大而化之之聖 不
同 先生假有是言 不過曰西士才識 可謂通明矣 豈以堯舜周孔之聖 許
之乎云云).
(12)	이른바 天主는 우리 儒에 있어서는 上帝이다. 상제에게 어찌 일찍이
象貌와 形迹이 있는가? 다만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의 이름일 따름이
라고 운운함(所謂天主 其在吾儒 果卽是上帝 則上帝何嘗有貌象形迹
只是主宰萬物之一名耳云云).
(13)	혹자가 順庵에게 이르기를, “우리 유학은 하늘을 섬김에 다름 아니
다. 그대가 西士의 學을 배척함은 어째서인가?” 이르기를, “저것은
邪하고 이것은 正하므로 배척한다. 오직 이 一心은 天性에서 근원하
였다. 만약 이 심을 보존할 수 있으면 그 性을 보유하며 우리 상제가
부여한 바의 命을 잊지 않는다. 그런 즉, 하늘을 섬기는 도는 이것을
넘지 않는다. 하필이면 서사처럼 절하며 기도해 아뢰고, 巫祝의 섬김
같이 한 연후에야 하늘을 섬기는 도라고 하는가?”라고 운운함(或謂
順菴曰 吾儒之學 果不外乎事天 則子斥西士之學 何也 曰 彼邪此正 所
以斥之也 惟此一心 本乎天性 若能操存此心 保有其性 無忘吾上帝所
賦之命 則事天之道 無過於是 何必如西士拜祈齊疏 如巫祝之事 然後
爲事天之道乎云云).
(14) 하늘이 땅의 바깥을 싸고 있다고 운운함.(天包地外云云).
(15)	順庵이 이르기를,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매일 아침 마음과 눈이 모
두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어 天主께서 나를 낳아 養育하시며 나를 가
르치시고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니 헤아릴 수 없는 恩德에 감사하고,
다음에는 지금 기도하여 이르기를,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세 가지 맹
서를 실천하여 妄念, 妄言, 妄行을 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며, 저녁
에는 또한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서 그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妄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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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이 있었는지를 嚴하게 스스로 省察하여, 그렇지 않은 즉 功을 天主
께 돌려 恩惠와 도움에 감사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즉시 스스로
痛悔하며 天主께서 용서해주시기를 간구한다. 그 법은 이 같을 따름
이다. 이 학문을 하는 자는 이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학문으로 삼아
儒學과 같다고 여기는데, 그 行動擧止의 모양이 우리 聖訓과 같은
가? 다른가?”라고 운운함(順庵曰 其言曰每朝心與目 偕仰天籲謝天主
生我養我 至敎誨我 無量恩德 次祈今曰祐我 必踐三誓 毋妄念 毋妄言
毋妄行 至夕又俯身投地 嚴自省察 本日所思念 所言語 所動作 有妄與
否 否則歸功天主 叩謝恩祐 若有差爽 卽自痛悔 祈懇天主 慈恕宥赦 其
法如斯而已 爲此學者 以此爲省身之學 而等視儒學 其擧措貌樣 與吾
聖訓 同乎異乎云云).
(16)	이르기를, “백성들이 兼愛하며 서로 이롭게 하니 재화의 이로움이 相
通한다.” 저들은 진실로 좋은 일로 여기고 그것을 한다(旣曰兼愛交利
則貨利相通 彼輩固以爲善事而爲之矣).
(17)	또 이르기를, 원수를 잊고 원수를 사랑한 즉, 邪黨의 무리가 모여 서
로 어지럽힌다. 그 교(敎)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어서 잊고 사
랑할 수 있다(又曰 忘讎愛仇 則邪黨之羣聚交亂 在其敎 固爲薄物細故
而可忘可愛矣).
(18)	이미 이르기를,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남녀 상하가 한 곳에 섞여 구별
이 없으니, 家煥의 집의 노복처럼 內室에 출입한다(旣曰無間貴賤 而
男女上下雜處無別 則如家煥之家奴僕 出入內室矣).
(19)	許筠이 이르기를, “남녀의 情欲은 하늘이다. 義理를 분별함은 聖人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성인보다 존귀한 즉, 성인을 어길지언정 하늘을
어기겠는가?”라고 운운하였다. 하늘은 정말로 성인보다 존귀하다.
그런데 하늘을 섬김은 성인을 배움으로부터 시작한다. 詩經에서 일
컬은 바처럼,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반드시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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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을 본받으면, 萬邦을 진작(振作)하여 믿게 할 수 있다고 운운함(許
筠謂男女情欲 天也 分別義理 聖人敎也 天尊於聖人 則寧違聖人而不
敢違天云云 天固尊於聖人矣 然事天自學聖人始 如詩所謂上天之載 無
聲無臭 必須儀刑文王 可以作孚萬邦云云).
(20)	順庵이 이르기를, “無聲無臭라고 하는 것은 곧 太極이라 하며, 理라
고 한다.”고 운운함(順庵曰 以無聲無臭者言之 則曰太極 曰理云云).
(21)	順庵이 이르기를, “지금 세상에서 이 학(천주교)을 하는 자들은 한 마
음으로 上帝를 받들어 모시며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말하
며 그것을 비유하자면 우리 儒學의 主敬의 학이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거친 식사를 하며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비유하자
면 우리 유학의 克己하는 공부이다. 門路는 비록 다르지만 善을 행함
은 같다. 다만 세상의 道가 교묘히 속이니,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만약 일개 요사한 사람이 있어 동쪽에 한 천주가 내려왔다,
서쪽에 한 천주가 내려왔다고 거짓으로 떠들어댄다면, 민심은 탄망
한 것에 익숙해져 참되다고 여겨 바람에 휩쓸리듯 따를 것이다. 그러
한 때에 이 학(천주교)을 하는 자는 내가 바르고 저가 사특하며 내가
진실되고 저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운운함(順庵曰
今之爲此學者 皆曰一心尊事上帝 無一息之所忽 比之吾儒主敬之學也
飭躬薄食 無踰濫之念 比之吾儒克己之工也 門路雖異 爲善則同 但世
道巧僞 人心難測 設有一箇妖人 假冒倡言 東有一天主降 西有一天主
降 民心習於誕妄 以爲實然而風從之矣 當此之時 爲此學者 其能曰我
正而彼邪 我實而彼僞乎云云24)).
(22)	星湖의 무리들은 順庵을 儒宗으로 보고 처음에는 자못 의지했는데,
후에는 점차 배반해 떠나 빠르게 邪敎에 들어갔다. 順庵이 거듭 간곡

24) 安鼎福의 『天學問答』 중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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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권하고 힘써 다투었지만 끝내 어찌할 수 없었다. 이에 蔡濟恭에
게 편지를 보내 힘을 합쳐 함께 배척하고자 했는데, 채제공은 내가
조정할 뜻을 보이겠다고 답할 겨를이 없다고 함으로써 安鼎福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슬퍼해 시를 지어 이르기를, “학문의 派가 갈
려 제각기 따로 가는데, 서양에서 온 한 敎가 더욱 기세를 부린다네.
낙엽에 바람이 불면 뿔뿔이 흩어지고 외로운 나무에 달 비치면 우뚝
하게 더 높지. 단약(丹藥)이 연소되니 어찌 할 수 없다. 늙어 힘이 다
했으니 소리치며 울부짖을 뿐. 차라리 다 놔두고 술이나 마시자꾸나.
성인이 되건 광인이 되건 저들에게 맡겨두고.”라고 했다(星湖之徒 視
順庵爲儒宗 初頗依歸 後漸叛去 駸入於邪敎 順庵苦口力爭 終不可得
乃抵書蔡樊庵 要與合力而共斥之 蔡以我則不暇答之 以示調停之意 順
庵知不可爲 乃作詩以悼之曰 道術派分各自逃 西來一敎更橫豪 風吹落
葉紛紛去 月照孤林孑孑高 丹竈烟消無可奈 白頭力盡但號咷 不如且進
杯中物 爲聖爲狂任爾曺).
(23)	마땅히 文蔭諸臣에서 학식이 있는 자를 뽑아 분별해 刑獄의 官으로
보낸다. 外邑에서 郛敎處가 있으면 또한 따로 택해 파견한다. 무릇
현재 비웃고 큰소리치는 자를 붙잡아 먼저 刑問을 하지 않고 그와 문
답함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講學하는 모습 같다. 저들의 책을 펴서
그와 함께 해설함에 우리는 진심과 至誠으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
지 않게 논해서 힘써 저들의 설이 틀린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느끼
어 깨닫는 단서가 있기를 기한다. 얼굴을 맞대고 말할 때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매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감격하여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마음속에 고치기로 맹세한 뒤에 賞을 주어 보내 돌아가 경전,
性理의 書를 읽게 한다. 끝내 교화되지 않아 끝까지 패악한 자는 묶
고 차꼬에 채워 죄수로 하옥하고 屛殺의 형벌에 넘긴다(宜選文蔭諸
臣有學識者 分差刑獄之官 外邑之有郛敎處 亦各另擇差遣 凡現捉於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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詷者 勿先刑訊 且與之問答 如師弟子講學之狀 展彼書卷 合渠解說 而

吾以眞心至誠 折衷以論之 務使彼 明知彼說之所以爲非 期有感悟之端
達於言面之間 毋急毋遽 日日如此 見彼之感泣涕泗 矢心改行 然後賞
賜而遣之 使歸讀經傳性理之書 其終不可化 一向悖惡者 桎之纏之 下
獄牢囚 以付於屛殺之科).
(24)	士族 중 무식한 자는 하나의 경전조차도 읽기가 어렵고 백성 중 우매
한 자는 글을 대하지 못하는데, 또한 人情이 福을 좋아하며 말세의
타락한 풍속은 神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先王께서는 神道로써 가
르침을 베풀고 禍福으로써 勸懲하였다. 眞德秀는 지방의 임지에서
『太上感應編』을 刊刻하고 몸소 勸俗文을 만들어 백성들을 가르쳤다.
중국 명나라(皇明) 成祖 皇帝는 『爲善陰騭書』 2백 권을 우리나라에
하사해 中外에 널리 퍼뜨렸다. 이들 외에 陳繼儒의 『福壽全書』, 金堉
의 『種德新編』 같은 것들, 또 外典인 『文昌孝經』, 『報父母恩重經』 및
史冊 중의 善을 행하면 福을 얻고 惡을 행하면 災殃을 얻는다는 부류
에서 儒臣으로 하여금 불교와 도교가 섞여 있지 않으면서 민속에 도
움이 되는 것을 가려 뽑고 그것을 모아 책을 만들어 한문과 한글로
반포해 流傳시키면 3년이 지나지 않아 나쁜 풍습이 타파될 것이라고
운운함(士族之無識者 一經難讀 匹庶之愚昧者 文字不當 且人情喜福
末俗畏神 故先王以神道設敎 以禍福勸懲 眞西山25)之在外任也 刊刻太
上感應編 親作勸俗文以敎民 皇明成祖皇帝 頒爲善陰騭書二百本於我
國 廣布中外 此外如陳繼儒26)之福壽全書 金潛谷之種德新編 又如外典

25)	眞德秀(1178~1235). 福建 浦城 사람. 南宋 末에 살면서 벼슬이 戶部尙書에 이르
렀다. 그는 주희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으나 주자를 私淑한 저명한
주자학자이다.
26)	陳繼儒(1558~1639): 明代 문학가이며 書畵家이다. 字는 仲醇, 號는 眉公, 麋公
이다. 華亭(지금의 上海, 松江)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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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文昌孝經 報父母恩重經及史冊中爲善獲福 爲惡得殃之類 使儒臣揀
選其不雜佛老而有裨民俗者 彙輯成書 以眞以諺 頒下流傳 則不出三年
而丕變矣云云).
(25)	이러한 類는 官이 度牒을 주어 僧尼로 하고, 寺刹에 나누어 주어 승
니의 奴婢로 삼으면, 異端으로써 이단을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되
기에 족하다고 운운함(此類 自官給度牒爲僧尼 分送寺刹 以爲僧尼之
奴婢 足爲以異端治異端之一法云云).
(26)	역관들을 단단히 단속하여 외국의 기이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게 하
는 것이 사교를 금하는 하나의 큰 관건이 된다고 운운함(操束衆譯 不
齎外國異物 爲禁邪敎之一大關棙也云云).

IV . 『闢邪辨證』의 내용에 대한 金平黙의 비판

김평묵은 위에 제시된 26개 항목 각각에 대해 비판을 가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1), (8), (10), (11), (13), (15), (20),
(21), (22)의 9개 항목은 18세기 南人인 李瀷과 星湖右派(攻西派) 安鼎福
의 西學에 대한 인식 및 언설에 대해 비판한 것이고, ② (19) 1개 항목은
천주교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성리학에 대한
異端兒로 여겨졌던 허균의 언설에 대한 비판, ③ (2), (3), (4)의 3개 항목
은 中国 唐代 旅行家였던 杜環의 『經行記』에 인용된 동로마제국의 풍속
과 아랍인이 믿었던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 ④ (5), (6), (7), (9), (12),
(14), (16), (17), (18), (23), (24), (25), (26)의 13개 항목은 천주교 확산, 외
세의 위협 및 서양 문물의 침투에 대한 김평묵의 인식, 그리고 ⑤ 이정관
의 천주교 대책에 대한 비판 및 衛正斥邪와 內修外攘을 위한 방책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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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星湖 李瀷과 順庵 安鼎福의 西學에 대한 인식 및 언설에 대
한 비판:
김평묵은 利瑪竇를 ‘利胡’라고 경멸하면서, 그가 『七克』을 지었다고

하는데, 『칠극』은 스페인 출신 예수회 선교사 판토하(D. de Pantoja, 龐

迪我, 1571-1618)가 지은 것이다. 그는 星湖가 『칠극』을 유학의 四勿에
비긴 것은 스스로 문을 열고 賊을 받아들인 것이며, 李正觀이 이를 배척
한 것은 옳다고 하고 있다. 김평묵은 洋人의 領袖인 이마두가 『칠극』에서
女色을 탐하는 것을 禁하지만, 洋人의 죄악 중 으뜸은 여색이니, 이마두
가 비록 領袖이지만 말로 衆胡의 정욕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는 順菴이 洋胡로 하여금 역법을 다루고 무기를 제조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서양의 夷狄은 사람과 禽獸 사이의 一物에 불과해 五倫의 道
를 모르므로 역법이 틀리더라도 그들에게 맡길 수 없고 用兵이 급해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며, 조금의 돈이라도 천주당을 창립하는데
써서 사악하고 망령된 敎를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특히 星湖가 洋曆이 大堯의 曆보다 뛰어나다고 한 것에 대해, 그는 堯
는 흠결이 없는 聖人으로 그의 曆은 萬世를 流傳해도 틀리지 않는데, 周
이후 失傳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착오가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양의 역법은 秦나라가 세워진 후 중국 문물의 찌꺼기를 모방해서 나왔
는데, 이때 요임금의 역법이 서양에 유입되었을 것이라 하고 시헌력도
堯曆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고 한다.
그는 星湖가 『天主實義』의 跋에서 이마두를 온갖 理에 밝은 聖人이라
하고 있고 順庵은 스승의 말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럴 듯하게
꾸며 덮고 있다고 비판하여, 이마두를 士로 칭하고 聖人이라 함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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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이마두는 夷狄 중 조금 영민한 자일 따름이며 털끝만치도 士
에 近似한 名實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남을 감화시키는 聖과 通明
의 聖은 道心을 기초로 하는데, 이마두는 技藝에만 通明함이 있고 堯曆
이 착오가 난 것은 漢唐 이래 曆家의 잘못인데, 성호는 이것을 살피지 못
하고 허물을 堯曆에로 돌리고 있다고 한다.
그는 西胡를 陸象山·王陽明의 부류와 같으며, 順庵이 西胡에 대해
거스르지 못한 것은 陸王學처럼 存心保性을 말하나 盡心知性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순암의 유학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순암이 천
주교의 三毋妄27)은 儒學의 진리와 같다고 한 것에 대해서, 행동거지의 모
양의 같고 다름에 의거해 분별한 것은 지엽적인 것이며 그 功을 이루는
과정에 居敬窮理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서 心靈의 知覺, 事物에 대한
응대는 모두 망령되다고 하고 사실은 충효예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순암이 理에 대해 無聲無臭만을 들고 太極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영구불변의 절대적 진리를 밝히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니 空寂에 빠
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순암이 洋學이 충분히 옳고 마땅하다고 한 것
에 대해, 서양인들은 上帝에게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절하고 꿇어 앉
아 祈禳28)하지, 영구불변의 진리(天經地義)와 인간이면 다 지니는 떳떳
한 본성(民彜物則)에 대해서는 궁리하여 밝힘이 없으니 洋學은 우리 儒
27)	천주교의 三毋妄에 대한 분변이다. 천주교에는 三勿箴으로 ‘망령되게 생각하지
말고(勿妄念)’, ‘망령되게 말하지 말고(勿妄言)’, ‘망령되게 행동하지 말라(勿妄
動)’ 라는 것이 있는데, 華西는 천주교에서는 妄의 내용과 기준이 없으므로 정상
적인 인간의 道인 拜君·拜父·祭神 등을 모두 妄으로 몰아 버린다고 보았다.
이는 유교에서 天理之節文과 人事之儀則으로서의 禮를 표준으로 삼아 말한 四
勿箴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李恒老, 『闢邪錄辨』 「三勿妄與四勿相反辨」
[『華西集』 권25 雜著, 13쪽右~13쪽左]).
28)	祈는 祈禱이며, 신에게 災禍를 그치게 하고 福慶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해 고
하는 것이다. 禳은 또한 禳灾, 禳解라고 하는데, 법술을 행해 임하고 있는 재난
을 풀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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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의 主敬克己와 비교될 수 없으며, 천하의 이치는 한 쪽이 옳으면 다른
한 쪽이 옳지 않아, 양쪽이 전부 옳고 마땅할 수는 없는데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고 하니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평묵은 순암이 南人 信西派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그들을 애초
에 제거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도운 것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亂
臣賊子이므로 攻討해야 한다고 한다.

2. 許筠의 언설에 대한 비판:
김평묵은 허균이 ‘人欲이 天理보다 존귀하다.’, ‘인욕을 따름은 천리를
배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한 허균의 말은 狂悖해서 道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이정관이 “하늘은 정말로 성인보다 존귀하다. 그런데 하늘을
섬김은 성인을 배움으로부터 시작한다. 시경에서 일컬은 바처럼,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문왕을 본받으면, 만방을 진작(振
作)하여 믿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極言으로 통렬하게 비판
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다. 그 까닭은 形體에 있어서 天은 聖人보다
존귀하지만 하늘이 하늘되고, 성인이 성인된 까닭은 形體가 아니라 理이
기 때문에 양자는 같으며 성인이 곧 天理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허균의 말을 이정관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성인은 인욕에 오르는 계단에
불과하여 금수의 함정에 빠진다 하면서, 허균이 하늘은 남녀의 情欲이라
고 한 말은 極言으로 통렬하게 비판해야지 이정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허균의 말은 天命의 올바름을 업신여기고 聖敎의
아름다움을 모독함으로써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안으로는 세상 풍속의
嚆矢가 되고 밖으로는 洋賊의 狂瀾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
김평묵은 남녀의 연애(通色)는 洋賊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는
“재화를 융통하는 것(通貨)과 연애하는 것(通色)이나 명분도 없고 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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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서양 학문에 빠진 자들이며, 재화 융통과
연애하는 화는 禽獸나 夷狄에 빠져 들어가는 것”29)이라고 한 이항로의
주장을 이어받은 것이다.

3. 中国 唐代 旅行家였던 杜環30)의 『經行記』에 인용된 동로마제

국의 풍속과 아랍인의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

김평묵은, “洋俗(佛蒜國)에서 국왕과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임
금을 임금으로,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음이며, 또한 귀신을 믿지 않으
니, 그 조상을 조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임금, 부모 그리고 조상이
없으니 금수와 같다.”고 했는데, 佛蒜國은 杜環의 『經行記』에는 拂菻国으
로 나오고,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洋俗
은 杜環 시기의 동로마제국의 풍속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31)
杜環은 唐 天寶10년(751) 高仙芝장군을 따라 탈라스 城에서 사라센과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이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를 遊歷
하다가 寶應 初年(762)에 상선을 타고 귀국하여 『經行記』라는 책을 저술
하였다. 이 책은 失傳되었지만, 杜佑의 『通典』(801년 완성)에 1,500여 字
가 인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몇 개 국가의 역사, 지리,
물산, 풍속과 人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교, 景敎, 妖敎(摩尼
敎)에 대한 기술이 나온다. 위에 인용된 부분은 아랍인이 믿었던 이슬람
교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김평묵은 서양 오랑캐들은 원래 임금과 부모
에 대한 충·효, 천리·인륜에 어둡고 깨달음이 전혀 없은 즉, 洋酋가 禮

29) 『華西集』 권35 洋禍(金冑熙 譯, 『華西集』, 大洋書籍, 1973, 385쪽~386쪽)
30) 杜還이라고도 한다, 생졸년 미상.
31)	杜環의 『經行記』에 의거하면, “拂菻國은 시리아 서쪽에 있는데, 山으로 數千里
나 隔해 있고 또한 大秦이라 일컫는다. … 늘 사라센과 서로 견제한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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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에서 간음, 도둑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속이고 학대하지 말라고 說
法한 것은 우리들의 貨色을 탐내어 신임을 받고자 함에 불과한 것이니,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살펴 유혹당하지 말라고 한다.
(4)의 글은 杜環의 『經行記』에서 (3)에 인용된 글에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凡有征戰 爲敵所戮 必得生天 獲福無量”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凡有征戰 爲敵所戮 必得升天 殺其敵人 獲福無量”으로 나온다.
김평묵은 “출정하여 싸움”에는 天理에서 나온 것과 人欲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김평묵 당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洋匪가 와서 人類를
핍박한 것은 인욕에서 나온 것으로, 그 전쟁은 城池, 貨色을 탐내거나,
신하, 자식이 임금, 아버지를 범하거나, 夷狄이 中國에 대항하거나, 禽獸
가 人類를 위협하여 民生을 屠戮한 것이므로 처음에는 橫行할지라도 마
침내는 殄滅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러한 전쟁은 神人이 용서할 근거
가 없으므로, 지옥이 있다면 들어갈 것이며 그들이 하늘에서 태어나는
복을 얻을 리가 없다고 한다.

4. 천주교의 확산, 외세의 위협 및 서양 문물의 침투에 대한 인식:
(1) 김평묵은 천주교의 확산 및 그 교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1) 西夷들은 천지의 중심인 華夏 주위의 四夷에 속하며 당나라 때 들
어온 마니교를 믿어 聖人도 교화시킬 수 없는데, 中國에 함께 거주시키
면 도리어 ‘우리 백성들’이 동화되어 害를 받는다고 하고 당나라 황제가
西夷로 하여금 중국에 섞여 거주하도록 명령한 것은 堯·舜·三王의 옛
법에 어긋난 것이니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李正觀이 사
람들 속에 섞여 사는 것보다 사찰에 그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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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불교도와 뭉치게 되면 그 害를 헤아릴 수 없을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大秦에서 들어온 宗敎인 景敎는 小乘佛敎 중 가장 열등한 것인데,
明末 中國에서는 그들이 행하여지도록 내버려두어 금일에 재앙이 극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3) 예수가 대낮에 승천했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永生을 얻는다는 것
에 대해 神仙과 장생술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不敬하다든지, 인간의 定
命에 대해 모르는 것이라 평하고 있다.
4) 원수를 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천주교의 설에 대해, 유교에서의
복수에 관한 설에 의거해 비판하여, 私가 없이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는 것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이고 天命에 근원한 자연
스러운 것이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천주교에서 원수를 잊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륜을 뒤집는 광기의 괴상한 설이라고 하였다.
5) 서양인들의 천주와 儒家의 上帝를 구별하여, 儒에서 말하는 天, 上
帝는 理이며 서양의 天主는 氣이므로 巫覡처럼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도구로 되어 인간이 마땅히 섬겨야 할 준칙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6) 洋胡가 죽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즐겨하는 것은, 四時로는 가을
(秋) 肅殺32)의 때, 五行으로는 金인 절단하는 물건, 五方으로는 서쪽 日
沒의 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날의 洋賊은 죽음을 돌
아가는 것으로 보았는데, 금일은 죽음을 불을 피하듯 한다고 보고, 이렇
게 된 이유로, 첫째, 洋人이 자신의 본토를 떠나 여기 사람들과 混處하면
서 性味가 변했고, 둘째,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 貨色을 탐내 훔치며,
形體를 모시는 데에 삶의 즐거움이 있어 죽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전
날의 洋賊은 誠心이 邪敎에 있었으므로 한결같을 수 있었고 刑戮이 굴복

32) 쌀쌀한 가을 기운(氣運)이 풀이나 나무를 말리어 죽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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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없었는데, 금일에는 모두 이러한 성실한 心地가 없어져 서양 세
력은 실제로는 두려워하기에 족하지 않으니, 朝廷이 本源에 힘쓰고, 政
敎를 발전시키면 그 근본을 쉽게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그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 서양인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말이 유행
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天度, 曆算, 器用, 醫藥 등은 神農, 黃帝, 堯舜,
三王이 다 성취해 모두 갖춰져 있어 이것을 이어 적절히 변혁하면, 利用
厚生에 부족함이 없고 그 기술의 精妙함은 다 이 範圍 안에 들어 있으니,
이 범위 밖의 것은 모두 사악하고 음험한 기교이며, 무익하고 해악이 되
므로 국가가 엄금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군자는 義를 좋아하는데 반
해 소인은 利를 좋아하므로 소인, 夷狄, 그리고 禽獸가 能한 것을 선망해
군자, 中國 그리고 인류로 하여금 본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조선이
중국의 程朱 유학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입장에서 君子-義-中國-人類
와 小人-利-夷狄-禽獸의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이해, 분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그는 通貨와 천주교 종교모임에 남녀와 신분적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1) 백성이 농사와 길쌈에 힘쓰면 衣食이 풍족하고 재물과 이익이 족
함에 반해, 물자의 유통이 일반화되면 재화가 마르고 백성이 궁핍해지는
데, 그 추세는 반드시 사람과 물질이 소진되고 나서야 그칠 것이라고 한
다. 당시 조선에서는 人欲이 넘쳐 직업이 없이 노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
며 사람들이 이를 모방해 고생을 피해 편안하면서도 衣食은 직업이 없이
노는 자 같기를 원하는데, 이때에 胡客이 通貨의 설로 선동하고 쾌락을
즐기며 노는 術로 속이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즐거이 따라, 얼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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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아 衣食日用의 필수품은 날로 부족해지고, 실 한 올과 쌀 한 톨도
다시는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2) 천주교 집회에서 남녀 상하가 뒤섞여 구별이 없이 모이는 것에 대
해, 이항로의 주장처럼 연애하는 것(通色)은 人情이 크게 바라는 바이며,
상하의 구별이 없음은 아랫사람이 심히 기뻐하는 바인데, 이는 識者가
보기에는 本心이 滅하고 禮樂이 무너져 人類가 禽獸로 되는 것이라 하며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危急하다고 보고 있다.

5. 斥邪를 위한 對策
김평묵은 위와 같은 인식에 의거해 천주교 확산, 외세의 위협 및 서양
문물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1) 제일의 급무는 재야에 숨어 있는 有道之士를 불러들여 師友로 삼
아 聖德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재를 잘 선발하여 正學을 중
시하고 君心을 바르게 함으로써 朝廷을 바르게 하는 것, 恒產을 족하게
함으로써 만민을 양육하며, 사치를 고침으로써 財用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교화를 바르게 함으로써 삼물(三物: 六德, 六行, 六藝)를 회복는 것과 兵
農을 하나로 하여 삼군(三軍: 訓鍊都監, 禁衛營, 御營廳)을 키워야 한다.
(2) 천주교도를 사찰에 나누어 보내 승니의 노비로 삼는 방법은 승니
를 편안케 하며 높이게 되어 祖宗 이래 불교를 금절한 뜻에 맞지 않으며
또한 승도와 서로 도와 화를 더욱 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당시 조선에서 聖賢의 書가 경시되고 外典雜書들이 士族과 서민
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였다. 洋物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
에 대해, 이정관이 역관들에 대한 단속만을 주장한 것을 비판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의 異樣船艦이 강과 바다의 연안에 왕래해 왔고 서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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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禽獸와 鬼魅)이 들어와 산과 골짜기에서 패거리들을 불러모으고 있으
나 지방관이 단속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방관이 서
양 물건들을 문제 삼지 않고 방치하는 까닭은 이들 기이한 물건들이 耳
目을 즐겁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사사로움 때문이라고 한다.
(4)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임금이 철저하게 克己하고
善을 따르는 본을 보임으로써 諸洋物이 惡한 까닭을 알게 되고, 服食日
用에서 洋物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찾아내어 闕門 밖, 큰 거리에서 태워
임금의 뜻을 밝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는 朱子가 “亂臣賊子는 사람들을
얻어서 토벌한다.”고 한 것처럼, 자신의 미미한 시도에 諸君子들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朝廷이 앞장서서 이러한 일에 功이
있는 자들 높이 顯揚하고 그 자손들을 발탁해 씀으로써 사람들에게 권장
함을 보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洋說을 뿌리 뽑음과 함
께 攻·守를 병행하는 것이 邪說을 멸해 풍속을 바로잡고 保民保國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V .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평묵의 斥邪論은 서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 본질을 알고자 함이 主가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성리학적 유교의 ‘君子-義-中國-人類’와 ‘小人-利-夷狄-禽獸’라는 이
분법적 논리, 조선이 중국의 유학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中華意識에 매
몰되어 서양 것에서는 하나도 배울 것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衛正闢邪, 內修外攘이 天理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것이
다. 오직 천리를 지키는 것만이 성인, 군자들이 할 일이었으므로 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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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諸家의 학문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김평묵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양인의 과학기술이 중국 것보다
뛰어나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고, 星湖는 洋曆이 大堯의 曆보다 뛰어나
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堯의 총명과 예지는 흠결이 없다고 절대화하며
오히려 星湖를 識者로서 寒心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서양(西胡)의 曆은
그 才智가 禽蟲의 偏技이며 國號가 大秦, 小秦인 바에서 유추하면, 대략
진나라 황실(秦室)이 세워진 후 중국 문물의 찌꺼기를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天度, 曆算, 器用, 醫藥 등은 神農, 黃帝, 堯
舜, 三王이 다 성취해 모두 갖춰져 있어 조금도 아쉬움이 없으며 이것을
계승하여 적절히 변혁하면, 利用厚生에 부족함이 없고 그 기술의 精妙함
은 다 이 範圍 안에 들어 있으므로, 이 범위 밖의 것은 모두 사악하고 음
험한 기교이며, 무익하고 해악이 되므로 국가가 엄금해야 한다고까지 주
장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폐쇄성과 더 나아가 이후의 강력한 실천성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일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세기 초 조선
에서는 대내적으로 양반 벌열정치의 폐단이 극심해져 무위도식하는 遊
手들이 늘어나는 등, 민중은 恒産을 잃어 恒心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고,
서양의 異樣船艦이 江海의 沿岸에 왕래하며 물자가 교류되고 서양인들
이 들어와 천주교도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
한 서구열강의 군사적 침략이 가속화되어 華夏로서의 중국은 문호를 개
방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朝野에 위기의식과 함께 천주교에 대
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던 때, 이항로, 김평묵의 노론 산림계는 노론이었
지만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학파집단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김평묵은 위정척사와 내수외양론에 있어서 『벽사변증기
의』를 저술하여 이항로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화서학파 내에서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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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확립해갔다고 생각한다. 그는 朱子의 “亂臣賊子는 사람들을 얻어
서 토벌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諸君子들이 자신의 시도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朝廷은 이러한 일에 功이 있는 자를 높이고 그 자손을 관리로
발탁해 권장해야 하며, 결국 이것이 洋說을 제거하고 풍속을 바로잡아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하였다.
그는 이정관과 남인 세력 전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 노선을 찾아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분법적인 논리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거기에는 물론 諸君子들을 규합
해 保國保民함에 있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 가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
을 것이다. 1866년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점령했을 때, 興善大院君이 이
항로를 불러 漢城左尹 등으로 삼고 修攘의 방책을 물었을 때, 이항로는
제일 먼저 萬東廟를 복구할 것을 上疏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辭職하
고 귀향했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8.05.14 투고 / 2018.06.12 심사완료 / 2018.06.14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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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Thought of Anti-heterodoxy Revealed

in “Questions on the Criticisms about Anti-heterodoxy Ariticles

(闢邪辨證記疑)” of Kim Pyung-mook

Song, Yoo-who
Arguments on anti-heterodoxy of Kim Pyung-mook was based on

the dichotomous logical structure of Sino-barbarian theory, the Neo-

confucian culturalism. His thought was deeply rooted in the cultural
supremacy that Chosun, Korea inherited uniquely the cultural orthodoxy of Ming, China. Therefore, he insistently asserted that neither

Catholicism nor scientific technologies including astronomy and military weapons introduced from the West were worthy of embracing.

He thought that ‘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衛正斥

邪)’and ‘stabilizing the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the national

defense(內修外攘)’amounted to the natural principle to have to be kept
by saints and virtuous gentlemen, and so that all the other fields of
study except Neo-confucianism must not be useful at all.

His extremly exclusive attitude to the Western studies and hence-

forth the politically strong power of execution were originated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Chosun at that time.

Early 19th century, Chosun was pervaded by harm effects of restricted
ruling clans, and western warships and merchant ships appeared frequently at rivers and coasts of Chosun. As a result, western mer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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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s were traded and western Catholic missionaries infiltrated into
Chosun and in Chosun devotees spread through the country. In Qing,

China, military aggression by western powers was accelerated. Under
such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Chosun at that

time, when both in and out of government, perception of crisis was
mounting, Lee Hang-ro and Kim Pyung-mook, No-ron faction out

of political power, had to search for their own political line. In the

course, they showed such extreme ideological tendency and political
movement, where intention to grasp the political initiative may be at
work.

 Keyword

Thought of Anti-Heterodoxy, Hwaso School, Western Studies, Kim

Pyung-mook, Stabilizing the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the National Defense, Questions on the Criticisms about Anti-heterodoxy Ari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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