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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건 제도와 가치가 현실과 가까우면 행복한 시대요, 멀면 불행한 

시대가 된다. 조선왕조 후기에는 불행하게도 낡은 제도와 가치가 현실(민의 생활

과 소망)과 너무도 먼 불우의 시대였다. 현실과 제도의 간극, 그리고 제도의 사리

적私利的 운용과 무력화, 그 사이에 도리道理는 무용화되고 온갖 모순이 커지고, 

탐관오리와 부정부패가 창궐하여 인민이 고통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조선후기의 과학적 실용사상이 실학이다. 백성들의 

생활현실을 위해 낡고 굳은 제도를 개혁하고 생산을 낫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실현하고자 자각한 지식인들이 바로 실학자이다. 

17~19세기 실학 지식인들의 자각은 내외적 요구와 자극에 바탕을 두었다. 

조선 내부의 개혁과 변화의 요구는 낮은 수준이나마 상당한 상품화폐경제를 이

루어가고 있었으며, 특히 청나라를 통해 수용한 서양의 과학과 문물은 사물인

식과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자아自我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실학은 바야흐로 현

실의 자각과 세계의 자아화를 통해 장차 자아의 세계화를 내다보게 되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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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모토로 실용․실천을 도덕으로 하는 실학의 가치는 

자아의 발견에 토대한 세계문명에로의 개방과 소통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실학적 사유와 논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르네상스의 기초

가 그러하듯이 현실을 매개로 한 고전의 재해석에 있었다. 현실적 문제의식을 

가진 유교 경전의 재해석, 이를 통한 사유와 논리의 전개가 그 방법이었다. 

따라서 실학은 경학經學과 경세학經世學이 그 주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실용

의 과학을 지향하는 학문이었다. 또한 실학은 현실․경험의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 지식의 생활화․대중화의 길로 발전하여 학문의 백과사전적 종합과 분

화가 동시에 추구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술사상 근대의 분기점적인 성격

을 지니기도 한다. 그 학적 관심은 시기와 유파에 따라 또한 개인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중농적․제도개혁적 경세치용파經世致用派와 중상

적․도시상공업적 이용후생파利用厚生派, 학문 태도와 방법으로서의 실사구시

파로 나뉜다.



실학의 비조鼻祖로 변법적 개혁론을 전개한 반계 유형원柳馨遠, 실학의 종장

宗匠이자 경세치용파의 학맥을 연 성호 이익李瀷, 성호를 계승하여 우리 역사학

을 정초定礎한 순암 안정복安鼎福, 이용후생의 측면에서 상업과 유통, 과학기술

의 혁신, 북학北學의 수용 등을 주장했던 연암 박지원朴趾源과 초정 박제가朴齊家, 

전통적인 직방職方의 세계에서 탈피하여 땅이 원형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지구

설과 자전설自轉說을 주장했던 대곡 김석문金錫文과 담헌 홍대용洪大容, 경세치용

과 이용후생을 아울러 실학을 회합한 다산 정약용丁若鏞, 학문에서의 실증을 중

요하게 여긴 추사 김정희金正喜, 천문학․지리학은 물론 의학에 이르기까지 서

양 과학을 폭넓게 수용한 혜강 최한기崔漢綺, 새로운 지도 제작법을 수용하여 

우리나라 지도를 정밀하게 완성한 농포 정상기鄭尙驥와 고산자 김정호金正浩, 개

국통상과 주체적 외교를 주창하여 최한기와 함께 실학과 근대개화사상에 가교

를 놓은 환재 박규수朴珪壽 등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실학자들이다.

실학박물관에서는 2009년부터 대표적인 실학자들의 생애와 학문,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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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형상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과 함께 실학인물총

서의 간행을 기획해왔다. 이 총서는 매년 2~3명의 실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일반인을 위한 교양 독서물이면서도 연구의 성과를 충실히 수용하여 

각 실학자들이 자각적 사명을 가지고 평생 연구를 진행했던 창조의 정신과 개

혁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민생을 위해 조선후기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아가려고 했던 실

학자들의 고뇌에 찬 역정을 깊이 읽고, 새로운 문명을 추구해나가야 하는 우리

의 역사적 동력과 경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큰 보람이라 하겠다. 

2012년 12월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장  김 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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