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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세션�기획
성� 명 양일모

소� 속 서울대학교

직� 함 학부장,� 교수

연구분야 동양철학

이메일 yimoy@snu.ac.kr

학력

2019.02� ~� 현재�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학부장

2012.03� ~� 현재�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교수

2007.12� ~� 2008.08�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2002.03� ~� 2007.02� 한국고등교육재단�한학장학생�지도� 교수

2001.09� ~� 2012.02� 한림대학교�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7.10� ~� 2001.08� 도쿄대학�문학부�조수(助手)

이력

공저

성리와�윤리,� 아카넷,� 2020.

인문학:� 융합과� 혁신의�사례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인문학평가제도개선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동북아문화공동체�토대연구�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근현대한국총서�전� 7권,� 동과서,� 2019.

공저� 윤리와�사상(고등학교�교과서),� 씨마스,� 2019.

40주제로� 이해하는�윤리와� 사상� 개념사전,� 씨마스,� 2019.

단독저서

옌푸:중국의�근대성과�서양사상,� 태학사,� 2008.

논문

한학에서�철학으로,� 한국학연구,� 2018.

근대� 중국의�민주� 개념,� 중국지식네트워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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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ademic� Session� Planning
성� 명 Yang,� Ilmo

소� 속 Seoul� National� University

직� 함 Dean,� Professor

연구분야 Asian� philosophy

이메일 yimoy@snu.ac.kr

학력

2019.02� � present� Dean�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03� � present� Professor,�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12� � 2008.08�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2002.03� � 2007.02� Advisor� for� scholarship� students� in� Chinese� Studies,�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2001.09� -� 2012.02�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nd� Professor,�

Hallym� University

1997.10� -� 2001.08� Assistant,� Humanities� and� Sociology,� University� of� Tokyo

이력

Co-authored� publications

-� Neo-Confucianism� and� Ethics,� Acanet,� 2020.

-� Humanities:� Cases� of� Convergence� and� Innov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0.

-� Research� for�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s� in� Humanit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0.

-� Fundamental� Research� i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Vol.� 1� &� 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9.

-� Library� of� Modern� and� Comtemporary� Korea� (Vol.� 1� -� 7),� Donggwaseo,� 2019.

-� Ethics� and� Thoughts� (high� school� textbook),� Cmass,� 2019.

-� Concept� Dictionary� of� Ethics� and� Thoughts� Under� 40� Topics,� Cmass,� 2019.

Single� publications

Yan� Fu:� Modernity� in� China� and� Western� Thoughts,� Thaehaksa,� 2008.

Research�

From� Chinese� Studies� to� Philosophy,� Journal� of� Korean� Studies,� 2018.

Concept� of� Democracy� in� Modern� China,� China� Knowledge� Networ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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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 가치� 다� 함께� 하는� 세상

Academic� Session：Special� Lecture

지역과�국가를�넘어�소통하는�것이� 일상인�시대다.� 정보산업의�발달은�시간과�공간을�가로질러�인

류를� 긴밀하게� 연결시켰고,� 그� 결과� 지구촌� 한� 곳에서� 시작된� 문제는� 언제라도� 전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게� 되었다.� 코비드19가� 불과� 수개월� 사이� 급속하게� 팬데믹� 상황이� 된�

것� 또한� 인류가�구축해온�연계망의�장단점을�여실히�보여주었다.� 세계는�모든� 영역에서�점점� 긴밀

하게� 연계되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자연� 재앙뿐� 아니라,�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 인류� 사회

의� 분쟁이� 날마다� 활화산이다.� 지구는� 통합되어가지만,�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종교마다� 건축해온�

다양한� 문화와� 다른� 생각이� 상생하는� 방법은� 여전히� 상상� 중이다.� 이제� 오래된� 갈등의� 요소들을�

해소하는� 길을� 닦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 인문가치포럼의� 특별� 세션에서는� 해외� 석학을� 초청하

여� 그� 지혜를� 공유하고자� 한다.� 인류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상생하는�

시대로�나아가는�길을�닦기�위해서다.� 다양성의�시대적�가치에�대한�성찰에�여러분을�초대한다.

Theme:� The�World� Together

It� is� now� the� norm� to� communicate� across� regions� and� nations.�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industry� has� closely� connected� people� by� going� beyond� time� and� space.� As� a� result,� an�

issue� that� occurs� in� one� corner� of� the� globe� can� spread� into� an� issue� that� is� related� to� the� fate�

of� all� of� humanity� in� no� time.� COVID-19� has� caused� a� sudden� pandemic� in� only� a� few� months,�

which� sugges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 deeply� connected� human� society.� While� the�

world� is� getting� closely� connected� in� all� areas,� not� only� issues� of� natural� disasters,� but� also� race,�

ethnicity,� nationality,� religion,� and� other� conflicts� in� human� society� are� constantly� ongoing.� While�

the� globe� is� becoming� integrated,� each� region,� culture,� or� religion� has� been� establishing� its� own�

ways� and� thoughts.� We� need� wisdom� to� pave� the� road� towards� answers� for� prolonged� conflicts.�

This� special� session� of� the� Human� Value� Forum� has� invited� world-renowned� scholars� to� share� their�

wisdom.� This� is� to� lay� the� path� towards� an� era� where� various� values� co-exist� after� systematically�

overcoming� human� conflicts.� You� are� invited� to� the� thoughts� on� periodic� values� of�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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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션� 특별강연

▣� 10월� 31일(토)� 10：30� ~� 12：00｜구름에리조트� 우향각

▣� 10：30� ~� 12：00,� Oct.� 31(Sat)｜Gurume� resort� Woohyng-gak

사회자

Moderator

김광억(산동대학교�특임일급교수)

Kwang� Ok� KIM(Shandong� University,� First� Rank� Distinguished� Professor)

연설자

Speaker

Kurozumi,� Makoto(도쿄대학교�명예교수)

Kurozumi,� Makoto(The� 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Emeritus)

Roger� T.� Ames(북경대학교�인문학석좌교수)

Roger� T.� Ames(Peking� University,� Humanities� Chair�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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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자
성� 명 김광억

소� 속
중국�산동대학�
서울대학교

직� 함
특임일급교수�
명예교수

연구분야 문화인류학�

이메일 kokim@snu.ac.kr

학력

영국�옥스퍼드대학�사회인류학�석사� 및�박사

서울대학교�인류학과�졸업

서울대학교�독어독문학과�졸업

이력

(현)� 중국�산동대학�인문사회과학�특임일급교수(2013-)

(현)� 서울대학교�명예교수� (인류학)(2012-)

연세대학교�용재석좌교수(2013-2014)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인류학과�교수(1980-2012)

미국� 하바드대학�특임교수(2000-2002)

중국� 북경대학�사회학인류학연구소�특임교수(2006-2008)

동아시아인류학연합회�회장(2008-2014)

한국문화인류학회�회장(20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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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rator
Name Kwang� Ok� KIM

Affiliation
Shando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Title
First� Rank� Distinguished� Professor�
Professor� Emeritus

Field� of� Study Cultural� Anthropology

Email kokim@snu.ac.kr

Academic�

Background

D.Phil.� in� Soci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Oxford

B.A.� in�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in�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2013� ~� Present) First-Rank� Professor�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handong� University,� China

(2012� ~� Present) Emeritus� Professor� in�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2014) Yongjae� Endowed� Professor,� Yonsei� University

(1980� ~� 2012) Professor� in� anthrop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2002) Professor� for� Speci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USA

(2006� ~� 2008) Professor� for� Special� Affairs,� Social� Studies� &� Anthropology�

Institute,� Peking� University,� China

(2008� ~� 2014) President,� East� Asia� Association� of� Anthropology

(2002� ~� 2004) President,�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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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성� 명 Kurozumi,� Makoto

소� 속 도쿄대학교

직� 함 종합문화연구과�명예교수�

연구분야 아시아�문화�속의� 일본� 사상사

이메일 Krzm50@nifty.com

학력

윤리학� /� 철학

철학사� /� 종교사

일본�사상사

일본의�산업과�신토(도교),� 불교,� 유교

이력

2016~� 도쿄대학교�명예교수

2004~� 도쿄대학교�철학박사

2001~� “사상사� 연구”� (2001~현재)

1998~2016� 도쿄대학교�코마바� 캠퍼스,� 교수�

1994~1998� 도쿄대학교�코마바� 캠퍼스,� 조교수

1986~1994� 도쿄이과대학교,� 강사� 및� � 조교수

1982~1986� 도쿄대학교�문학부,� 연구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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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Name Kurozumi,� Makoto

Affiliation The� University� of� Tokyo,� Komaba

Title Emeritus� Professor� in� Department� of� Area� Studies

Field� of� Study Japanese� Intellectural� History� in� Asian� Culture

Email kzm50@nifty.com

Academic�

Background

Ethics� and� philosophy

History� of� philosophy� and� religions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Shinto(Taoism),� Budhism� and� Confucianism� in� Japanese� industry

Career�

Background

2016~� Honorary� Professor� in� the� University� of� Tokyo

2004~� Doctor� of� Philosophy:� Ph.D.The� Uinversity� of� Tokyo

2001~� “The� study� of� Intellectural� History”(2001~until� now)

1998~2016� Professor� in� The� Uinversity� of� Tokyo,� Komaba

1994~1998� Assistant� Professor� in� The� University� of� Tokyo,� Komaba

1986~1994� Lecture� and� Assistant� Professor� in� Science� Uinv.� of� Tokyo

1982~1986� Teaching� Associate� in� Faculty� of� Letters,� The� University�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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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일본의�다양성을�위한�역사적�과제

-� 인간적�문화,� 그� 본연의�모습� -

Kurozumi,� Makoto(도쿄대학교� 명예교수)

1.� 과제� 수행의� 방향

본고에서는 이 주제에 대하여 일본을 주된 대상으로《인간이 형성하는 문화적 질서》에 대하

여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질서와 관련된 인간 사고의 역사(思想史) 또한 도출하고자 한다. 참

고로 여기서 도출하고자 하는 바는 개별론이 아닌 전체적 사고와 태도의 요점이다. 이는 학문으

로서는 철학·윤리학·신학 등에 가깝다. 즉 철학사상사(哲學思想史), 신학 사상사(神學思想史) 등 

대략적으로 학문의 시점을 간파하면서도 대상으로서의 문화적 질서, 나아가 그곳에 어떤 사고가 

깃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재고찰하고자 한다. 

‘그 곳’이란 동아시아의 일본을 말하는데 그 위치나 특징은 “2”에서 다루기로 한다. 시대는 분

류상 당대의 요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근대”, 19세기 “서구의 충격” “개국” 1868년 이전, 

“근대”를 그 이후로 분류하기로 하자. 또한 근대에서 더 나아가 “패전” 1945년을 거쳐 특히 질

서적 모순으로부터 발생한 “대학분쟁” 1968년 이후를 “현대”라 하겠다.

현재 21세기 초엽, 인터넷을 통해 유통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인간의 사고와 문화의 

본질은 절대로 유통이나 승패‘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디, 그리고 지금도 하늘이나 

천지 등 세상 속에서 만물과 관계하면서 역사를 내포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정보를 파악

할 뿐만 아니라 천지 자연, 초월과 근원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물을 갈구해야(Incarnation) 마땅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그저 정보가 아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전근대에 대해 탐구하면서 근대, 현대를 

섭렵하고자 한다. 시대는 문제가 잠재된 커다란 문화적 변화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대략

적이라도 “앎”이 21세기 현재, 나아가 앞으로 더욱 좋은 의미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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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근대� 일본의� 질서� 양상

1)� 열도의� “일본”

현재 “일본”이라 불리는 지역은 중국 대륙, 한반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며, 대만의 북쪽, 

사할린 남쪽의 “열도”이다. 그 문화적 내용을 살펴보자. 일본 열도의 전근대는 홋카이도, 오키나

와는 제외하고 들여다보면 주로 중국 대륙, 한반도와 교류·유통하면서 성립되었다. 그 “질서”의 

내막에는 대륙·반도에 비해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도 다소 차이와 특징이 있다. 

바로 섬나라적 질서이다. 그 특징은 “환경과 외부에 의존적이고 제사(祭祀)를 중심으로 결집하

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후 ‘일본적’이라고 평가되는 이 제사는 야요

이 시대(BC300~AD300) 이후, 6세기 무렵까지 농업, 임업, 어업, 나아가 벼농사와 밀접하게 결

부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결속하게 되었고 거기에 정치가 가세하면서 관계가 성립, 그 특징적 

구조를 남기게 된다. 

이 천황과 제사와 관련된 일본의 문화적 질서에 대하여 “2”에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로 하고, 우선 (2)제사와 정치를 주제로 와쓰지 데쓰로(和辻 哲郎, 1889-1960)가 지적하는 3가

지에 대하여 보완하고 또 반성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관련 (3)근세적 “천인상관”(天人
相關)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 

2)� 제사(권위)와� 정치(권력)의� 구조

첫째, 변화하면서도 지속성을 갖는 일본의 질서이다. 와쓰지는 일본이 “원시시대 이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사회구조의 변천은 외부로부터 이민족의 개입 없이 동일 국민의 내부에 잠재하

는 원인으로 하여금 오직 내부로부터 수행된 변혁(變革)이며, 마치 나비나 나방의 변태와도 동

일한 양상을 띤다”고 말한다. (『日本倫理思想史』서론) 동물의 변태와도 같은 변화, 이는 와쓰

지가 말하기를 구체적으로는 변화를 잉태하면서 천황이 지속되는 역사이다. 그 내용을 ‘오직 일

본만이 수행’하거나 ‘동일한 국민’으로 치부하기에는 다대한 문제가 있다. 본디 천황은 한반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허나 천황을 중심으로 한 질서의 지속이 상당히 오랜 역사 존재함은 지

적할 만하며, 그 내막에 대해서는 반성을 포함해 알 필요가 있으리라. 

둘째, 위 내적인 구조에 대하여 천황을 종교적 권위, 정치가를 현세적 권력으로 하는, 말하자

면 “권위”와 “권력”의 이원적 연관의 질서라는 지적이다. 그 이면이 역사적 용어로 정치가문(公
家)과 무사가문(武家), 문(文)과 무(武), 천황과 장군 등으로 현화한다. 나아가 “권위”라 함은 바

로 “제를 올리는 것” “제사”인 것이다. (同 1편 3장) 와쓰지는 위의 지속은 “통일하는 자가 권력

이 아닌 전체성의 권위였다”라며 “천황의 권위는 쇼군(將軍) 위에 있었다”고 말한다. (서론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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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나아가 “병권과 정권 없이, 게다가 이들 권력을 장악한 쇼군(권력)을 임명하는 바를 소유

한 자(권위), 어느 정도 그에 가까운 존재로는 중세 로마교황밖에 없다”고 하였다. (続日本精神
史研究) 그렇다면 과연 권위와 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셋째, 와쓰지는 권위와 제사를 “통로”라고 칭했다. 그 종교적인 존재에서 말하자면 수동적 매

개를 보고자 한 것이다. 그는 신들을 인식한 후 “제사나 제사를 관장하는 자 모두 무한하게 심

오한 신비(神秘)가 발현되는 통로(通路)로서 신성성(神聖性)을 띤다”라고 하였다. (日本倫理思
想史 1편 2장) 또한 대상인 “무한하게 심오한” “이는 결코 한정될 수 없는 배후의 힘으로써 신

을 신답게 하면서도 끝내 그 자체가 신이 되는 일은 없었다” “즉 신성한 ‘無’인 것이다” “근원적 

일자(一者)” (상동)이라 하였다. 

이러한 부류의 미묘한 기술은 어찌 해석해야 하는가? 예컨대 신플라톤주의에서는 “근원적 일

자”를 파악하나 거기에 “로고스”(理)을 결부시키며, 주희(朱熹)의 “태극(太極)”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와쓰지와 니시다 기타로(西田 幾多郎)는 그로부터 역동(力動)을 발견하고 ‘理’보다는 ‘無’

라 칭했으며 또 매개자를 ‘관장하는 자’가 아닌 ‘통로’라 보았다. 비유컨대 이는 그곳에는 그리스

도가 아닌 마리아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이 수동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마도 와쓰지와 니시다가 주어보다 술어, 나아가 문맥과 연관 짓고자 하는 것 또한 그와 관

련이 있으리라.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파악이 시대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

는가? 설령 고대는 그렇다손 치고 근대, 쇼와 전기(1930년대), 군사적 국가 안에서 그렇게 설하

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더 문제이다. 

3)� 근세에서� 보이는� “天人相關”� 문제
이 문제는 결국 와쓰지와 니시다가 ‘無’와 술어·환경 등 언어화되지 아니한 무한(無限) 등의 

만물,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성이나 위치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온다. 그러나 예컨대 근

세를 보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그저 無나 無限이 아니다. 명백하게 천지인과 천인상관(天人相
關)이라는 세계, 그리고 인간이 존재한다. 여기에 동식물, 광물, 만물이 있어 인간 자신과 생사를 

잉태하며 깃들어 있다. 이러한 구체적 사물들을 더욱 발견해 내야 한다. 

근세 용어가 지니는 무게는 천지인을 파악하는 말로서 理, 氣, 陰陽, 五行, 四大, 나아가 德, 

位, 種 등이 존재하며 이를 파악하고 제자리에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운동이자 작용이었다는 것

이다. 더 자세히는 언급하지 않겠으나 가령 자주 인용되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말

이 있다. “天(地)”은 사물을 정의하는 근본어(根本語)와 같은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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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중반에 이르러 오규 소라이(荻生 徂徠, 1666-1728)는 인간계의 모델을 『육경』(六經)

을 바탕으로 대륙의 고대 하은주(삼대) 성인들이 작위(作爲)한 제사와 형법인 “예락형정”(禮樂刑
政)을 이상으로 추구한다. “天” 아래에서 생명을 좇은 성인의 ‘德’을 배워야 할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까지도 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 宣長, 1730-1801)는 이를 알고 그 이상이 다름아닌 

『고지키』(古事記)에 있다고 하여 그 안의 노래와 유식고실(有識故實) 황국의 전통이 만세일계

(萬世一計)라 주장하여 여기에 인간을 정의한다. 여기에서 “天”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
神)이며 인간은 ‘德’보다 ‘種’(혈연·계열)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소라이와 노리나가 모두 “천인상

관”을 배경으로 하나 두 개의 별개 세계를 세우고 있다. 

3� 근대� 일본의�位置와�不足:� 사고와� 반성

1)� 근대로의� 흐름

나아가 막부 말기로 갈수록 어찌 되었는가? 지금 상세히 들여다 보진 않겠으나 민중 종교의 

움직임이 여럿 보이며, 이들은 질서 이외의 구조를 더 인식하고자 했으며 거기에 인간을 정의하

고자 했다. 니노미야 다카노리(二宮 尊徳 1787-1856)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원전(原典)을 초월

해 본디의 생활로서의 농업·어업·임업을 바탕으로 축적(蓄積)으로써 생활을 성립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노리나가와 『고지키』를 배경으로 한서(漢書)와 도덕론을 군신론(君臣論)에 결부시키는 

후기 미토학파(水戸學派)의 아이자와 세이시사이(会沢 正志斎, 1782-1863)가 있으며, 또한 요코

이 쇼난(横井 小楠, 1809-1869)은 소라이와 삼대론을 배경으로 천하에 논의로부터 이루어지는

(議論相成) “국시”(国是)를 중시하였다. 

유신 후 근대 일본은 어찌 되었는가? 천황의 말로써 쇼난과 그 제자를 배경으로 천지관(天地
觀)과 함께 『五箇条誓文』(5개조의 서약문)을 천명하였으니 여기에는 민중 종교와도 흡사한 어

신한(御宸翰, 천황의 친서)인 구제(救濟)의 선서가 쓰여 있었다. (1868년, 원문은 별지 참고) 허

나 이는 주류가 아니다. 후기 미토학파와 노리나가를 배경으로 독일 프러시아의 전체성을 모범

으로 하여 천황의 말(고문·칙어)로써 『대일본헌법』을 설하였다. (1889년 공포) 천황관이 그 후 

‘국가’ 또는 ‘제국’으로 결부되어 갔음은 물론 전자가 아닌 후자이다. 

2)�天地 없는�臣民의�營爲와� 삼권분립의� 비성립,� 사회론� 및� 구제론의� 배제
『五箇条誓文』(5개조의 서약문)적인 발상이 ‘배제’되고『대일본제국헌법』적 구조가 확대됨으

로써 ‘발생’한 사태라 함은 무엇인가? 상술한 “천인상관”의 위치가 상실되고 권위와 권력이 융합

되었으며 천관(天觀)과 인간 합의의 배제, 구제관의 주변화(周邊化)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2”에

서 말하자면 천황의 제사가 자립되지 못하고 천지관을 상실해 국가와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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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은 본디 인간의 군상에 대한 메이지 초기 “천부인권”을 설명하는 용어였다. (바바 다쓰

이(馬場 辰猪)『天賦人権論』 1882, 우에키 에모리(植木 枝盛) 『天賦人権辯』 1883) 그러나 

도쿄대의 초대 총장이 된 가토 히로유키(加藤 弘之)의 『인권신설』(人權新說) 1882은 천부가 

아닌 생존 경쟁관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天과 무관한 “권력”이 인간

성이다. 

그 이후 “易”을 좋아하기도 했던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 正直, 1832-91)가 천지관을 배경으

로 “교육칙어”안을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德育大意』 1890) 또한 구메 구니타케(久米 
邦武, 1839-1931)가 일본의 신도(神道)를 확실히 天과 닿는 인식하는 「神道는 祭天의 古俗」

이라는 논문(1891년)을 발표했고, 신도적 행사(다이조사이, 니나메사이, 간나메사이 등1))를 일본 

고유의 것으로 보지 않고 동아시아적 문맥에서 파악했다. 그러나 그는 데이코쿠대학으로부터 배

제되고 만다. 동아시아적 시야는 당연히 근세에는 널리 퍼져 있었겠으나 근대에는 국가관 안에 

종결 짓는 셈이다. 따라서 문학, 역사학, 정치학 등은 오로지 일본 안에서 국학, 국사학, 국가학 

등 이상한 명칭을 띠면서 열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혹여 벗어났다고 한들 일본 

중심의 시야를 내포한 채 외부를 묘사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도 프레임을 추구하게 되었다. 

근대에 접어들어서는 ‘사회’ ‘노동’ 등 사회적, 경제적 운동과 이와 관련된 조직이 확대되기 시

작한다. 이에 대해 철학자 오니시 하지메(大西 祝)가 논문 「社会主義의 必要」(1897)를 냈으나 

대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가타야마 센(片山潜) 등 기독교인들과 고토쿠 슈스이(幸徳 秋水)가 

노동·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민주당을 결성하나 즉시 결사금지 된다. (1901년) 그 당시는 청

일전쟁을 거쳐 러일전쟁으로 향하는, 말하자면 제국 확대의 시기였던 바, 그에 대한 비판은 입막

음 되었다. 그 말은 즉 천황을 내건 제국국가주의가 자본주의적 운동과 결탁해 ‘발달’하면서 그 

안에 인간을 쑤셔 넣거나 혹은 사화(私化)한다. 여기에서 절대로 ‘이성’을 토대로 활동하는 “삼

권분립”이 자립적으로 작용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대일본 제국”은 천황=신관을 중심으로 한 신민의 결집, 그러한 국가의 사물과 가치의 분여에 

의한 통일이다. 내적인 의존은 있으나, 천지도 없고 사물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립적 조직이 

없다. 그것이 결집을 강고히 하고 또 대국주의와 침략을 낳았다 하겠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는 

잘못된 “패도”(覇道)의 확대인데 이는 제대로 정의된 이성이 작동하지 못한 채 권위를 좇은 것 

마냥 권력 운동은 자타의 거대한 파괴와 살육을 향해 치달았던 것이다. 

1) 역주: 모두 천황이 거행하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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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적� 내실과� 향후� 역사적� 과제

1945년 8월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천황을 둘러싼 움직임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른바 “인간선언”이다. 우선 『五箇条誓文』(5개조의 서약문)과 지대한 관련이 있다며 이듬해 

1월에 서술한 점이다. 또한 1946년 이후 몇 년에 걸쳐 퀘이커 교도인 엘리자베스 바이닝

(Elizabeth Janet Gray Vining) 부인이 황태자 교육에 관여했고, 1959년에는 가톨릭 양친을 둔 

딸 쇼다 미치코(正田 美智子)와 결혼하게 된다. 이 부분은 황태자 내외가 천황에 재위한 후 

『五箇条誓文』 나아가 그 어신한(御宸翰)의 근저에 있는, 내셔널리즘과는 다른 다소 기독교적 

구제 내지 보살핌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전쟁 책임 문제의 경우, 쇼와 천황에게서는 국내적 활동 그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68

년 즈음 ‘현대’에 접어들면서 황태자와 헤이세이 천황 내외에게서 그러한 활동이 보이기 시작한

다. 1970년대부터 사람들은 천황가에 대해 공해문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자연농법 등을 과제로 

부여하기 시작했음은 지적할 만 하다. 다만, 일본국가의 중심에는 6·25전쟁 이후 성장관(成長觀) 

하의 현대에도 그 잘못에 대한 충분한 반성 없이 오히려 미국 의존도를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 총리의 재임기간(1982-1987년) 중 미일동맹과 

원자력 확대가 그것이다. 이러한 미국 의존형으로부터 ‘기지’ ‘원자력 발전’이 형성된 것이다. 

다만, 환경문제나 생물 다양성, 인간적 격차가 아닌 인권, 탈원전 과제가 중요하며, 거기에 천

인상관적 사회의 현대에 필요한 것은 과학사·경제학·지역적 활동 등에서 충분히 발견되나(高木 
仁三郎、玉野井 芳郎、中村 哲) 그 과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아직 周邊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책임을 반영한 노동·사회의 자립적 형성, 삼권분립, 에너지 소유의 확대가 아닌 환경적 경제 및 

생활, 열도에는 그러한 과제가 존재한다. 이는 비단 미일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와의 다원적 지

구상의 관계에 비추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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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箇条誓文』(5개조의� 서약문)� 및�御宸翰(어신한)

5개조의 서약문

 - 널리 회의를 일으키고, 만사를 공론에 의해 결정한다.

 - 상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하게 경륜을 행한다.

 - 문무백관이 하나가 되어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 뜻을 세워 민심을 흔들리지 않기를 요한다.

 - 구례의 누습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에 기초한다.

 - 지식을 세계에 구해 크게 황기를 떨친다.

우리나라 미증유의 변혁을 이루고자 하니 

짐이 스스로 모두 앞장서서 천지신명에게 맹서하여 

크게 국시를 정하고 만민보전의 길을 

세우고자 한다. 모두도 또한 이 취지에 따라 협심, 노력할지어다.

게이오 4년 3월 14일 어위

천황의 의지가 원대하여 실로 감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의 급무와 영세의 기초가 바로 

이것이라. 우리 신하들은 삼가 천황의 의향을 헤아려 죽음을 맹세하여 근면에 조사하고, 바라건

대 천황을 안심시키고자 아뢰는 바이다. 

게이오 4년 무신 3월 총재 명인

공경 제후 각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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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宸翰(자필서)� 億兆安撫 國威宣揚 宸翰(억조안무� 국위선양의� 신한)
짐이 유약한 때에 뜻하지 않게 황위를 계승하였으니 이후 제 외국에 어찌 대처하여야 선조에

게 충실할 수 있을지를 주야장천 고심해 왔다. 

중세에 조권(朝權)이 쇠약해지고 무가가 권력을 잡은 이래 겉으로는 조정을 존숭(尊崇)하면서

도 실은 경원 시 하였으니 만민의 부모로서 적자(民)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게 되었다. 

그저 이름만의 존재가 되었고 이에 오늘날 조정에 대한 존숭은 옛날보다 더하나 조위(朝威)는 

나날이 쇠약해지니 상하의 격차가 하늘과 땅과 같을 지어다. 이러한 형세이니 짐이 무엇으로써 

천하에 군림하면 좋다는 말인가.

지금은 조정 일신(一新)의 때로 만민이 각각 적합한 처우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모두 짐의 죄

이니라. 짐 자신이 심신 분골하여 노력을 다하고 고난과 대면하며 선조가 개척한 발자취를 따라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거듭할 때 비로소 천직(天職)을 받들어 만민의 군주된 길을 완

수할 수 있으리라. 

옛 열조의 만기(萬機)를 친애하여 불신(不臣)의 마음도 있다면 스스로 장수로서 이를 정벌할

지니 조정의 정총(政總)으로 하여금 이처럼 쉬 존중하지를 못하니 군신이 서로 친밀하고 상하 

서로 사랑하여 덕택천하에 널리 국위 해외에 빛날지어다.

바야흐로 세계가 크게 개방되어 각국이 사방에서 웅비할 때 우리나라만 세계의 형세에 어둡고 

구습을 고집해 일신(一新)의 효과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짐이 구중 어소에 틀어 박인 채로 안온하게 지내며 백 년의 근심을 잊는다면, 마침내는 각국

이 이를 모멸할지니 선조에게 송구하고 만민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두렵다. 이에 짐은 여

기에 백관 제후와 맹세컨대 선조의 위업을 계승하고 일신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불문하고 스

스로 나아가 사방으로 국가를 다스려 만민을 안심시키고 마침내는 만리의 파도(波濤)를 개척하

고 국위를 사방으로 퍼지게 하여 천하를 부악(후지산)과 같이 안녕으로 이끌기를 바라고 있다. 

신국의 위급을 모르고 짐이 한 번 다리를 들면 매우 다양한 의혹이 생겨나고 여러 말이 분분

하니, 천하 만민이여, 짐의 뜻을 체득할지니 더불어 사견(私見)을 떠나 공의(公儀)를 취하고, 짐

의 일을 거들어 신국을 안전하게 수호하여 선조의 신령을 위로할 수 있다면 짐에게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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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한을 널리 천하 억조창생에게 알릴지니, 인혜의 취지를 모든 이에 이르기까지 경하여 받들

어 틀림 없이 국가를 위하여 그 분수를 다할지어다.

3월 총재

보필

■�五箇条誓文 국사대사전

메이지 정부 발족 당시 신정(新政) 방침의 성명. 메이지 원년(1868) 3월 14일, 교토 어소의 

자신전(紫宸殿)에서 공포된 것으로 그 내용은 5개조로 되어 있으며, 천황이 신들에게 이를 맹세

하는 형태를 취했기에 5개조의 서약문(御誓文)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통칭이다. 

원본은 아리스카와노미야 다카히토(有栖川宮幟仁) 친왕의 친필로 교토 어소의 히가시야마 서

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제목은 없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하나, 널리 회의

를 일으키고, 만사를 공론에 의해 결정한다. 하나. 상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하게 경륜을 행

한다. 하나, 문무백관이 하나가 되어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 뜻을 세워 민심을 흔들리지 않기를 

요한다. 하나, 구례의 누습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에 기초한다. 하나, 지식을 세계에 구해 크게 

황기를 떨친다.” 이 서약문은 거시적이게는 메이지 신정의 기본방침에 대한 성명이라 할 수 있

겠으나, 그 해 3월 중순의 공포에는 당시의 정치정세, 특히 교토 정부의 구 막부 세력 타도에 

대한 전황(戰況) 진전의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것이 서약문 공포의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바 후시미의 전투도 제번(諸藩)에는 동요의 색이 있고 또 양이적(攘夷的) 풍조도 남아 있었으

므로, 고문 기도 다카요시(木戸 孝允)가 3월 초순에 신 국시(國是)의 성명을 공포하기를 건의하

였다. 이때부터 서약문의 공포가 구체화된 것인데, 이보다 앞서 그 해 정월에 에도에 정벌군을 

파견했을 때 제후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후회맹(諸侯會盟)의 의(議)가 일어났다. 도사 번 공

의파(公議派) 참여인 후쿠오카 다카시게(福岡 孝茂)가 주장하였으니 이 도사 번이 대정봉환 이

후 공의정체(公議政体)의 촉진을 위해 획책한 염전맹약(簾前盟約)의 발전이다. 이 회맹의 강령

으로 에쓰 번 참여인 유리 기미마사(由利 公正)가 “議事之體大意” 5개조를 기초(起草)하고 후쿠

오카가 개정하여 “회맹” 5개조로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서약문의 원형이 되었고 정월 10일 전후

로 추정된다. “하나, 열후(列候)회의를 일으키고, 만사를 공론에 의해 결정한다. 하나, 문무백관

이 하나가 되어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 뜻을 세워 민심을 흔들리지 않기를 요한다. 하나, 상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하게 경륜을 행한다. 하나, 지식을 세계에 구해 크게 황기를 떨친다. 하

나, 징사(徴士) 기한으로써 현재(賢才)에 양보한다.”의 5개조이다. 제후회맹은 즉각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그 사이에 사카이 사건과 팍스 습격 사건 등이 일어났다. 2월 초, 친정의 령이 발령되

어 그 달 말경에는 친정을 위하여 오사카 행행(行幸)의 의가 정해졌으며, 3월 초순 그 결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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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되었다. 이에 기도 다카요시의 건의가 있었으니 8일 태정관대가 의정·참여의 의사가 있어 

천황의 맹약으로 하지 못하고 국시의 조칙에 대하여 제관이 어전에서 맹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도 다카요시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고야마 구니키요(神山 郡廉)의 일기에 그 전후 

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포 전날인 13일에 서약문의 마지막 확정안이 완

성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열후 회외”가 “널리 회의”로 바뀌었는데 이는 중대한 수정으로 제후회

맹적 성질이 완전하게 불식되었다. 또한 이 때 천황이 신들에게 맹세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

는 기도 다카요시가 건의한 주장에 따른 것이리라. 

이리하여 다음 날인 14일에 천황이 자신전에 출어해 친왕·공경·제후 이하 백관을 인솔하여 천

신지기(天神地祇)에게 제를 올리고 부총재 산조 사네토미(三条 実美)가 제문을 아뢰고 서약문을 

봉독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조 이하 백관이 봉답서에 서명하였다. 그 수가 칠백육십칠 명에 이르

렀으니 현재 7권으로 되어 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체맹(締盟) 각국 공사가 천황 알현을 마쳤

으며 천황 정부의 대외적 지위가 확정되었다. 3월 초에는 동정군(東征軍) 본영이 시즈오카에 도

착하였으니 에도 점령 또한 대세가 정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현안인 오사카 행행도 더 

이상 지연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다. 천황 스스로가 맹세를 행한 것은 천황의 주체성을 

안팎에 드러내기 위한 필요성에서 이며, 이 서문 공표의 의의 또한 그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서약문과 동시에 “만민안무 국위선양의 신한”(億兆安撫 國威宣揚 宸翰)을 널리 국내에 선포하였

다. 천황이 직접 국민을 친유(親諭)하는 형태를 취한 것은 천황 정치의 국민적 기반을 굳히고 

그로써 만국과 대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신한은 서약문과 더불어 기도 다카요시의 

기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서약문은 천황의 공적 행사이자 신한은 대국민 어필이니 양자는 일

체적으로 천황 주권의 확립을 도모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체제 굳히기가 끝나자 이달 15일, 

오는 21일에 오사카 행행 출발을 정하고 친정의 취지를 널리 국내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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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本における多様性への歴史的課題
—�⼈間的⽂化の在り⽅から�黒住真 —

　　

Kurozumi,� Makoto
(The� 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Emeritus)

１�課題に向かう方法

このタイトルをめぐり此処では日本を主な対象として《人間が形成する文化的な秩序》を捉えたい

。また秩序に関係する人間の思考の歴史（思想史）をもそこに見出したい。ただし、ここで見出し

たいのは、個別論ではなく、その全体的な考え·態度の要点である。それは学問としては哲学·倫理
学·神学などに近い。つまり、哲学思想史、神学思想史といった学問の視点を大体は望みながら、

対象としての文化的な秩序、そこに含まれた考えが何なのかを記述また再考したい。

その場所は、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だが、その位置や特徴を「２」で捉える。時代は、分類の上、

当代の要点を遡及したい。分類として「前近代」を、19世紀の「欧米の衝撃」「開国」1868年以前、ま

た「近代」をそれ以降、とする。また近代からさらに「敗戦」1945年を経て、特に秩序的な矛盾のより

発生した「大学紛争」1968年以後を「現代」とする。

現在21世紀初め、インターネットにより流通が拡大している。ただ、人間の思考また文化の本質
は、その流通や勝敗「だけ」では全く「ない」。人間は、元来また今でも、空や天地など世界のなかで万
物と関係し歴史を孕んで生活している。ならば、人間は、情報をとらえるだけでなく、天地自然、

超越や根源の中で、具体的に物事を担う（Incarnation）べきではないか。そこから情報だけでない

意味が見えてくるはずである。

この観点から、ここでは、歴史を遡り、前近代を知りながら、近代、現代を捉え知る。時代には

問題を孕んだ大きな文化的な変化や課題がある。それらを大体でも「知る」ことが、21世紀現在や今
後によりよき̊ ̊ 意味へと繋がる、と考えている。

２�前近代·日本の秩序の様相

（1）列島における「日本」
「日本」と現在 称される場所は、中国大陸、朝鮮半島からは東側にあり、台湾の北側、

樺太(からふと)の南側の「列島」である。その文化的な内容は、前近代では、北海道、沖縄を入れな

いで捉えると、おもに中国大陸、朝鮮半島との交流·流通によって成り立って来た。またその「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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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内実は、大陸·半島に比べると連関しながらやや違い·特徴もあった。

その島国的な秩序の特徴は、纏めるなら「場所や外部に依存し、祭祀を中心に結集される傾
向が強い」点である。この後に日本的などといわれる祭祀が、弥生期（前3∼後3世紀）以後、6

世紀頃までには、農林漁業さらに稲作と結び付きながら天皇への結集となり、政治はそれに関
係して成り立ち、その特徴的な構造を残し続けた。

この天皇·祭祀と関わる日本の文化的秩序をめぐって、この「２」では、さらに全体的な把握と

してまず(2)祭祀と政治をタイトルとし、和辻哲郎(1889-1960)の三点をさらに補い反省しなが

ら捉える。さらに関係する(3)近世的な「天人相関」を見ておく。

（2）祭祀（権威）と政治（権力）の仕組み
第一は、日本の秩序の変容しながらの持続についてである。和辻は、日本にあっては「原始時代以

来の伝統をなお保持しながら……社会構造の変遷は、異民族の外からの介入なしに、同一の国民の

内部における原因により内部でのみ遂行された変革として、あたかも蝶や蛾の変態と同じような観
を呈している」と述べる（『日本倫理思想史上』緒論）。動物の変態のような変化、それは和辻にとっ

て具体的には、変化を孕みながら天皇が持続するという歴史である。その中身を日本「のみ遂行」と

か「同一の国民」といった決め方は全く問題である。そもそも天皇は朝鮮半島と関係しているのだか

ら。だが、天皇をめぐる秩序の持続がかなり長い歴史としてあったことはやはり指摘でき、その内実
をまた反省を含め知る必要はあるだろう。

第二は、以上の内的な構造として、天皇を宗教的権威、政治家を現世的権力とする、いわば「権
威」「権力」の二元的連関の秩序だ、という指摘である。その二面が、歴史的な用語として公家·武家
、文·武、天皇·将軍などとなる。またその「権威」は「祭り事」「祭祀」なのである（同、一編三章）。和
辻は、以上の持続においては「統一するものが権力ではなく̊ ̊ ̊ ̊ ̊ ̊ して全体性の権威であった̊ ̊ ̊ ̊ ̊ ̊ 」といい、また

「天皇の権威は将軍の上にあった」という（緒論·一編第三章）。そして「兵権なく政権なくしてしかも

これら権力を握る将軍(権力)を任命するところを持つもの(権威)、それに幾分近いのは中世のローマ

法王のほかにない」とする（『続日本精神史研究』）。ではその権威·祭祀は、果たしてどんな事なのか。

　

第三は、その権威·祭祀の在り方について「通路」と和辻は称する。その宗教的なものに、いわば受動
的媒介を見ているのである。和辻は、神々をとらえたあと、「祭祀も祭祀を司どる者も、無限に深い

神秘の発現しきたる通路̊ ̊ として、神聖性を帯びてくる」という（『日本倫理思想史』一編二章）。また

対象たる「無限に深い神秘」「そのものは、決して限定せられることのない背後の力として、神々を神
々たらしめつつもそれ自身ついに神とせられることがなかった」「すなわち神聖なる「無」である」「根源的
な一者」（同）という。

このあたりの微妙な記述はどう見るべきだろうか。例えば、新プラトン主義では、「根源的な一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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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捉えるがそこに「ロゴス」（理）を結び付ける、朱熹の「太極」も同様である。ところが和辻は、また

西田幾多郎もだが、そこに力動を見出しながらもそれを理よりも無だといい、また媒介者を、担い

手ではなく「通路」とする。これを更に比喩するならそこにはキリストではなくマリアがあるかのようで

ある。この受動性は何なのだろうか。

おそらく和辻や西田たちが、主語よりも述語また文脈に関わろうとするのもそこに関係する。ただ

、だとしても、その把握が実際に時代においてどうなのか。かりに古代がそうであっても、近代、昭
和前期、軍事的な国家の中でそう語ることは一体何なのだろうか。それがさらに問題である。

（3）近世に見える「天人相関」問題
この問題は、結局は、和辻や西田が「無」や述語·場所など、言語化されない無限などといった事柄

、それが果たして何なのか、その具体性や位置が見えないこと、からくる。しかし例えば、近世を見
るならば、そこにはあるのはただ無や無限ではない。明らかに天地人·天人相関といわれる世界また

人がいる。そこに、動植鉱物·万物があり、人間自身また生死を孕んで息づいている。かかる具体的
な物事をより見出すべきである。

近世の用語として大事なのは、そこに天地人を捉える言葉として、理·気、陰陽、五行·四大など

、さらに徳、位、種などがあり、その把握·位置付けが重要な運動になっていた事である。いまその

詳細には入らないが、例えばよく用いられた「非理法権天」という諺がある。「天(地)」はそこで物事を

位置づける根本語になっている。

近世の半ば、荻生徂徠（1666-1728）は、人間界のモデルを、『六経』をもとに、大陸における古
代·夏殷周（三代）の聖人たちによる作為された祭祀と刑法たる「礼楽刑政」を理想とする。そこでは

「天」のもとで命を懐いた聖人の「徳」が習うべき信仰の対象にさえなっている。対して、本居宣長（1

730-1801）は、これを知りながら、その理想を『古事記』にこそあるものとし、そこからの歌や有職
故実（ゆうそくこじつ）の皇国の伝統が万世一系だと主張しそこに人間を位置付ける。ここでは「天」は女
神天照(あまてらす)であり、人間は「徳」よりも「種」（血縁·系列）によってこそ位置をもつ。徂徠·宣長
どちらも「天人相関」を背景にしたのだが、二種別の世界を立ち上げている。

 
３�近代·日本の位置と不足——その思考·反省

（1）近代に向かう二三の流れ
より幕末に向かうとどうだろうか。いま詳細に入れないが民衆宗教ともいわれる動きが幾つもあり

、それらは秩序以外の構造をヨリ捉え、そこに人間を意味づけようとする。また二宮尊徳（1787-1

856）なると、従来のテキストを乗り越え、元来の生活としての農林業を基に、蓄積をもって生活
を成り立たせようとする。また、宣長·古事記を背景にそこに漢籍·道徳論を君臣論と共に結び付け

る後期水戸学·会沢正志斎(1782-1863)がおり、また徂徠·三代論を背景に天下において「議論相成」

することからの「国是」を重視する横井小楠（1809-1869）がいた。

維新後の近代日本ではどうなるか。天皇の言葉として、小楠やその弟子を背景に天地観とともに

『五箇条の誓文』が語られ、そこには民衆宗教にも似る「宸翰」(しんかん)と称される救済の誓いが宣べ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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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ている（1868年、また原文は別紙）。が主流はそれではない。さらに後期水戸学と宣長を背景に

、ドイツのプロシアの全体性を模範として、天皇の言葉（告文·勅語）として『大日本憲法』が語られ

た（1889公布）。天皇観において、その後、「国家」また「帝国」とまさに結び付いたのは、むろん前
者ではなく後者である。

（2）天地なき臣民の営みと、三権分立の非成立、社会論·救済論の排除
　『五箇条の誓文』的な考えが「排除」され、『大日本帝国憲法』的構造が拡大することで「発生」した事態
は何か。先の「天人相関」の位置が失われ、権威と権力と融合して行き、天観また人々の合議の排
除、救済観の周辺化である。それは「２」でいえば、天皇の祭祀が自立してはおらず、天地観を失って

国家と結合したこと、といえる。

天観については、そもそも人間のありさまについて、明治初期「天賦人権」が用語であった（馬場
辰猪『天賦人権論』1882、植木枝盛『天賦人権弁』1883）。しかし、東京大学の初代綜理となった加
藤弘之の『人権新説』1882では、天賦ではなく、生存競争観をもとにする「人権」が強調されている。

ここでは天と無関係な「権力」が人間性になっている。

これ以後、『易』をも好んだ中村正直（1832-91）が天地観を背景に「教育勅語」案を提起したが、

認められなかった（『徳育大意』1890）。さらには久米邦武（1839-1931）が日本の神道をまさに

天と関係づける祭祀であると捉える「神道は祭天の古俗」論文（1891年）を語り、神道的行事（大
嘗祭、新嘗祭、神嘗祭など）を日本固有とは見ないで東アジア的な文脈で捉えた。が、彼は帝大か

ら排除された。東アジア的視野は、近世には当然広くあったのだが、近代では国家観の中に収束さ

せてしまう訳である。したがって、文学、歴史学、政治学などは、日本をめぐっては専ら国学、国
史学、国家学といった異様な名称を帯び、列島の枠を出ないことが、もし出るとしても日本中心の

視野を懐いて外部を描くことが、無意識でも枠組を求められることになった。

近代では「社会」「労働」といった社会的経済的な運動とこれに関係する組織が拡大し始める。これ

に対して、哲学者の大西祝が論文「社会主義の必要」（1897）を表わすが、大きくは捉えられていな

い。片山潜などキリスト者たちや幸徳秋水によって労働·社会問題が把握され、社会民主党が形成
されるが即日結社禁止となる（1901年）。この当時は日清戦争を経て日露戦争に向かういわば帝
国拡大への時期であるが、これに対する批判はむしろ口封じされた。ということは、天皇を掲げる帝
国国家主義が資本主義的な運動と結び付いて「発達」し、そこに人間は押し込まれ、あるいは私化す

るる。ここでは「理性」を基に活動する「三権分立」が自立して活動したとは、実は全く言えない。　　　

「大日本帝国」は、天皇＝神観への臣民の結集、その国家からの物事や価値の分与による統一であ

る。内的な依存はあるが、天地も無く物事を論理的に判断する自立的組織がない。それが結集を強
めまた大国主義と侵略を生んだといえる。客観的に見るならば、それは間違った「覇道」の拡大だが

、それは本当に位置づいた理性なく止まらないまま、権威を懐いたかの如き権力の運動は、自他の

巨大な破壊·殺戮に向かっ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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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現代的な内実と今後への歴史的課題

1945年8月の戦後、天皇をめぐる動きとして見落とせないのは、いわゆる「人間宣言」があり、まず

「五箇条の誓文」にこそ関係がある、と翌年1月に述べた点である。また同1946年以後、数年、皇太
子の教育にクウェーカー教徒·ヴァイニング夫人が関わり、さらに1959年、その結婚がカトリック

両親の娘·正田美智子であった。このあたりは、皇太子夫妻が天皇に在位した後の、「五箇条の誓文
」さらにその「宸翰」(しんがん)を担った、ナショナリズムとは違った、ややキリスト教的な救済ないし介
護の動きを示すようでもある。

戦争責任の問題は、昭和天皇には国内的な活動を持つ以上にあまり見えない。ただ、1968年ご

ろの「現代」になると、皇太子また平成天皇夫妻にはその活動が見えてくる。また1970年代から、公
害問題、生物多様性の減少、自然農法などが人々にもまた天皇家にも課題として担われ始めたこと

は指摘できる。ただ、日本国家の中心においては、朝鮮戦争以後の「成長」観のもと、現代にあって

も、その過ちは充分反省されることなく、むしろアメリカへ依存を強めながら経済成長に結び付く。

それが中曽根康弘首相期（1982-87在位）の日米同盟と原子力拡大になる。そのアメリカ依存型
に「基地」「原発」の形成がある。

ただし、環境問題や生物多様性また人間的格差ではない人権、反原子力の課題が大事で、そこ

に「天人相関」的な社会の現代にも必要であることは、科学史·経済学·地域的活動などで充分発見さ

れているが（高木仁三郎、玉野井芳郎、中村哲）、その課題への運動はまだ周辺である。具体的に

は、戦争責任を踏まえた労働·社会の自立的形成、三権分立、エネルギー所有の拡大ではない環境
的な経済·生活といった課題、列島にそれがある。それは日米同盟だけでなく東アジアとのさらに多
元的な地球上の関係によってこそ見えてく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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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箇条の誓文と宸翰

五箇条の御誓文
� 一　廣ク會議ヲ興シ萬機公論ニ決スベシ

� 一　上下心ヲ一ニシテ盛ニ經綸ヲ行フベシ

� 一　官武一途庶民ニ至ル迠各其志ヲ遂ケ　人心ヲシテ倦マザラシメン事ヲ要ス

� 一　舊來ノ陋習ヲ破リ天地ノ公道ニ基クベシ

� 一　知識ヲ世界ニ求メ大ニ皇基ヲ振起スベシ

我國未曾有ノ變革ヲ爲ントシ

朕躬ヲ以テ衆ニ先ンシ天地神明ニ誓ヒ

大ニ斯國是ヲ定メ萬民保全ノ道ヲ

立ントス衆亦此趣旨ニ基キ協心努力セヨ

　慶応四年三月十四日　御諱

� 勅 意 宏 遠 誠ニ以テ感 銘ニ不 堪 今 日ノ急 務 永 世ノ基 礎 此 他ニ出ベカラズ臣 等 謹ンデ　

叡旨ヲ奉載シ死ヲ誓ヒ黽勉從事冀クハ以テ　宸襟ヲ安ジ奉ラン

　慶應四年戊辰三月　　　　　總裁名印
� 　　　　　　　　　　　　　　公卿諸侯各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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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宸翰(しんかん、自筆書)──億兆安撫国威宣揚の宸翰(おくちょうあんぶこくいせんようのしんかん) 
朕幼弱を以て律に大統を紹ぎ爾来何を以て萬國に對立し列祖に事へ奉らんと朝夕恐催に堪へざる

なり

竊に考るに中葉　朝政衰てより武家権を専らにし表は　朝廷を推尊して實は敬して是れを遠け億 
兆の父母として絶て赤子の情を知ること能はざるやふ計りなし

遂に億兆の君たるも唯名のみに成り果其が為に今日 朝廷の尊重は古へに倍せしが如くにて� 朝 
威は倍衰へ上下相離るゝこと霄壌の如しかゝる形勢にて何を以て天下に君臨せんや

今般　 朝政一新の時に膺り天下億兆一人も其處を得ざる時は皆　 朕が罪なれば今日の事　 朕自身骨を勞 
し心志を苦め艱難の先に立古 列祖の盡させ給ひし蹤を履み治蹟を勤めてこそ始て　 天職を奉じて�

億兆の君たる所に背かざるべし

往 昔 列 祖 萬 機 を 親 ら し 不 臣 の も の あ れ ば 自 ら 将 と し て こ れ を 征 し 玉 ひ　

朝廷の政總て簡易にして如此尊重ならざるゆへ君臣相親しみて上下相愛し徳澤天下に洽く國威海
外に輝きしなり

然るに近來宇内大に開け各國四方に相雄飛するの時に當り燭我國のみ世界の形勢にうとく舊習
を固守し一新の效をはからず

　

朕徒らに九重中に安居し一日の安きを偸み百年の憂を忘るゝときは遂に各國の凌侮を受け上は列
聖を辱しめ奉り下は億兆を苦めん事を恐る故に� 朕こゝに百官諸矦と廣く相誓ひ列祖の御偉業を繼 
述し一身の難難辛苦を問はず親ら四方を經營し汝億兆を安撫し遂には萬里の波濤を拓開し國威を

四方に宣布し天下を富岳の安きに置んことを欲す汝億兆、舊來の陋習に慣れ尊重のみを朝廷の�

事となし

神州の危急をしらず　朕一たび足を擧れば非常に驚き種々の疑惑を生じ萬口紛紜として　朕が志 
をなさゞらしむる時は是れ　 朕をして君たる道を失はしむるのみならず從 て列祖の天下を失はしむ�

るなり汝億兆能々　朕が志を躰認し相率て私見を去り公義を採り　朕が業を助て神州を保全し列�

聖の神靈を慰し奉らしめば生前の幸甚ならん

右
御宸翰之通廣く天下億兆蒼生を思食させ給ふ深き

御仁恵の　御趣旨に付末々之者に至る迠敬承し奉り心得違無之 國家の為に精々其分を盡す� べき事
� 　三月　　　　　　　� � � 　總裁
� 　　　　　　　　　　� � � 　補弼(ほひ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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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箇条の誓文（ごかじょうのせいもん）国史大辞典

明治政府発足当初の新政方針の声明。明治元年（一八六八）三月十四日、京都御所の紫宸殿
において公布されたもので、内容が五ヵ条からなり、天皇が神々にこれを誓約する形をとったので、

五箇条の誓文（御誓文）という。これが現在の通称となっている。

原本は有栖川宮幟仁親王の染筆にかかり、京都御所東山御文庫にある。これにはかかる表題はな

い。その全文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一 広ク会議ヲ興シ万機公論ニ決スベシ、　一 上下心ヲ一ニシテ�

盛ニ経綸ヲ行フベシ、　一 官武一途庶民ニ至ル迄各其志ヲ遂ケ人心ヲシテ倦ザラシメン事ヲ要 ス、一 
旧来ノ陋習ヲ破リ天地ノ公道ニ基クベシ、 一 智識ヲ世界ニ求メ大ニ皇基ヲ振起スベシ」。この誓文 
は巨視的には明治新政の基本方針声明といえるが、この三月中旬の公布には当時の政治情勢、特
に京都政府の旧幕府勢力打倒の戦況進展の問題がからんでおり、これが誓文公布の動機と密接な

関係をもっている。鳥羽·伏見の戦後も諸藩には動揺の色があり、また攘夷的風潮も残っていたので

、顧問木戸孝允が三月初旬に新国是の声明公布を建議した。これから誓文公布が具体化されたの

であるが、これより先、この年正月、江戸征討軍派遣にあたって諸侯の結束を図るために諸侯会盟
の議がおこっている。土佐藩公議派の参与福岡孝弟が主張したので、同藩が大政奉還後公議政体
促進のために画策した簾前盟約の発展である。この会盟の綱領として越前藩参与三岡八郎（由利
公正）が「議事之体大意」五ヵ条を起草し、福岡が改訂して「会盟」五ヵ条とした。これが誓文の原型
となるもので正月十日前後と推定される。「一列侯会議を興シ万機公論ニ決すべし、 一官武一 
途庶民ニ至る迄各其志を遂ケ人心をして倦まさらしむるを欲す、　 一上下心を一ニし盛に経綸を行ふ�

べし、�一智識を世界ニ求メ大ニ皇基を振起すべし、　一徴士期限を以� て賢才ニ譲るべし」

の五ヵ条である。諸侯会盟はただちに実施されなかったが、その間に堺事件·パークス襲撃事件な

どがおこっている。二月初め、親征の令が発せられ同月末ごろには親征のために大阪行幸の議が決
まって、三月初旬その決行が内定していた。そこに木戸の建議がでたわけで、八日、太政官代で議
定·参与の議事があり、天皇の盟約とせず国是の勅諚に対して諸官が御前で誓約することとなった

。ところが木戸がこの決定に異議を提出した。神山郡廉の日記がこの前後の日程を詳記しているが

、それによると、公布前日の十三日に誓文の最後の確定案ができている。これで第一の「列侯会議」

が「広ク会議」となった。これは重大な修正で諸侯会盟的性質が完全に払拭されている。またこのと

き天皇が神々に誓約する形式となったが、これは木戸の建議にある主張によるものであろう。

かくて翌十四日、天皇が紫宸殿に出御して親王·公卿·諸侯以下百官を率いて天神地祇を祭り、

副総裁三条実美が祭文を奏し誓文を奉読した。終って三条以下百官が奉答書に署名した。その数
七百六十七名に及び今七巻となっている。これより先、二月には締盟各国公使の天皇謁見が終って

天皇政府の対外的地位が確定し、三月初めには東征軍本営が静岡に着陣して江戸占領も大勢が決
まる段階となっていた。そこで懸案の大阪行幸ももはや遅延を許さない情況であった。誓約を天皇
みずから行なったのは天皇の主体性を内外に示す必要からで、この誓文公布の意義もそこにあった

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なお誓文と同時に「億兆安撫国威宣揚の宸翰」を国内ひろく宣布した。天
皇が直接国民を親諭する形をとったのは、天皇政治の国民的基盤を固め、それによって万国と対峙
しようとする意図がみられる。この宸翰は誓文とともに木戸の起草にかかるものという。誓文は天皇
の公的行事であり、宸翰は国民に対するアッピールであって、両者は一体として天皇主権の確立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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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かったものといえよう。この体制固めが終ると翌十五日、来る二十一日を以て大阪行幸発輦と定
め、親征の趣旨をひろく国内に諭告した。

［参考文献］

▸太政官·東大史料編纂所 編、� 『復古記』二、『神山郡廉日記』

▸維新史料編纂会 編、� 『子爵福岡孝弟談話筆記』

▸宮内省 編、� 『明治天皇紀』� 一
▸尾佐竹猛 『維新前後に於ける立憲思想』、

▸稲田正次 『明治憲法成立史』� 上、

▸福岡孝弟 「五箇条御誓文ト政体書ノ由来ニ就イテ」（国家学会編 『明治憲政経済史論』� 所収）

▸大久保利謙 「五ヶ条の誓文に関する一考察」（『歴史地理』八八ノ二）『国史大辞典』

(大久保利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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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세계�문화질서와�유교

Roger� T.� Ames
(북경대학교� 철학과� 인문학석좌교수)

동아시아와 그 유교적 시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면, 변화하는 세계 문화질서에 대해 유

교적 전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유교 문화의 전통이 현재 어떻게 유

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고대 그리스와 근대 국가로서의 그리스, 고대 로마와 현재의 이탈리아, 

고대 이집트와 오늘날의 이집트,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약한 연결고리와 비교하면 동아시아 

유교 국가들이 문명발생의 초기부터 이어진 문화적 뿌리를 잘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문화는 오랫동안의 경쟁으로 인해 용광로 안에서 모든 것이 뒤섞여 융합되는 것처럼 문화

변동의 혼합적, 포용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불교를 시작으로 예수회에서 개신

교의　교육자, 그리고 오늘날의 현상학과 실용주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부터 밀려온 지

식의 조류를 유교가 스스로 소화하고 내재화하여 진화하는 유교전통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유교

전통이 오래도록 그러한 진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교가 인간의 현실적 경

험을 비교적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다.

유교란 형이학적 가정(假定)이나 초자연적인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실용적 적 자연주의 사상

이다. 유교는 일상사(日常事)의 의미를 깊게 살펴봄으로써 현실에서 인간의 가치가 고양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문화로서의 유교를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현실적인 인간의 경험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에 영감을 불어넣어 가장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다. 살아 있는 문명이 세대를 거듭하여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문화적 전승은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을 생산적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앞서 말한 바를 확장하여 보면, 우주 전체의 의미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생산적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인간의 가치는 인류문화의 원천이며, 결

국 인류문화는 복합적인 자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자신을 수양한다.

종교적 감수성의 측면에서 보면 유교는 “유일신 중심”의 종교성(宗敎性)과는 구별되는 “가족 

중심”의 대안을 제시한다. 타 종교와 대립하는 아브라함 전통과는 다르게 유교는 유일신적, 배타

적, 절대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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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진리를 내세우며 전쟁을 촉발하거나 학살을 일으키지 않았다. 

유교는 언뜻 보면 무신론적이나 매우 심오한 종교성을 갖추고 있다. 유교는 현상의 뒤에 있는 

실재이지만, 모든 우주론적 의미의 근원으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과거지향적이며, 실재적인 신의 

섭리에 호소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교는 신의 존재가 없는 종교이며, 감화 받은 인간의 경험 자

체에서 우러나오는 영성이 유교의 종교적 감수성을 대변한다. 

유교에 있어서 세상은 자생적(自生的)이며 “스스로 그러한” 과정 (自然而然)이다. 이것에는 지

속성 그 자체에 내재하는 지속적 탈바꿈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유교가 말하는 세계는 외형이 없

는 내부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감정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추동하는 동력이며 과거 또는 미래

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여기서 종교적 의미란 발현(發現)되고 포용적인 영성으로서 가족, 공

동체, 그리고 자연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질적으로 고양된 활동을 통해 성취된다.

영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얻는 인간의 경험을 고양하고 정제하며, 인간은 영성에 

의해 감화를 받는 한편 영성에 기여한다. 유교에 있어서는 (대가족을 제외하고) 교회는 없으며, 

(식사 자리의 식탁을 제외하면) 제단도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모범적 인물을 제외하고는) 사제도 없다. 유교는 인간이 성숙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전체

라는 의미에 의하여 형성되고, 동시에, 전체라는 의미에 기여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관념은 “크레아티오 인 시투” (creatio in situ, 존재하는 창조)의 개념으로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creatio ex nihilo, 무(無)로부터의 창조) 즉, 창조주는 모든 것이며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는 신학적 입장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교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유교적 공동체를 떠받치는 요체는 인간의 

역할과 상호관계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특질(예, 禮)이며, 이 핵심적인 철학적 용어를 신중한 

선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 예(禮)란 의미가 부여된 역할, 관계 및 제도로서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감정적 교류를 고양한다. 

격식(格式)이란 예(禮)의 한 구성요소로서 여기에는 식사 예절, 만남 또는 작별의 형식, 졸업, 

혼례, 장례, 존경의 표시, 제사 등이 있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에서 예(禮)는 인간의 경험을 기호

학적(記號學的)인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 행위규범을 구성하며 가족, 공동체, 그리고 정치체(政
治體) 내에서 각 구성원이 가져야 할 위치 또는 지위를 설정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적인 

우주론 내에서 예(禮)는 형식이 아닌 규칙적인 변화이다.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예(禮)는 사람에

게 생명력을 불어넣으나,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며 거듭난다. 예(禮)의 형태는 문화 해석학적 

관점에서 잘 묘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禮)는 세대를 거듭하여 전승되고, 의미의 저장소(貯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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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로서 살아 있는 문명에 기여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영속하는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러

한 가치를 항상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예(禮)를 

실천하지만 예(禮)는 그 대부분이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나오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와

도 연결되는 것이다. 

대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사회적 질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관계적 

질서가 확립되어 발생한다. 이때 예(禮)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바로 공동의 “언어”로서 기능한다. 

예(禮)란 분명 언어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개인 간의 대화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고 그 이상

의 의미를 지닌다. 예(禮)는 몸짓, 손짓, 음악, 음식, 의전, 의례, 제도와 그 기능 그리고 역할과 

관계의 언어이기도 하다. 공자에게 사회적 성취로서의 “인간의 성숙”이란 예(禮)를 통하여 영속

화된 사회적 지성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적응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란 개인적 특질의 

파생물이 아니며, 개인 또한 사회적 힘의 산물이 아니다. 이와 같은 개인성의 개념이 함의하는 

연관된 생활과 개인 사이의 협업은 별개의 개인을 관계성을 통해 하나로 묶고자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본질적으로 관계된 것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교에서 제시하는 가족

과 공동체의 개념은 역할과 관계 내에서 지속적인 예절을 추구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속

적인 예절을 추구함으로써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시키게 된다. 예(禮)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

인 것이므로 사회적 및 정치적 질서가 내부적으로 변동하도록 뒷받침한다. 그래서 이따금 불가

피한 이유로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원용하고 이를 실천해야 함에도 법의 지배 원칙은 

언제나 차선책(次善策)으로 평가받으며, 공동체 기능이 실패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 된다. 

유교가 교육철학으로서 인류문화에 기여한 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수양(自己修養)이 유교철학의 근본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인간의 성숙 자

체가 교육의 본질이다. 하지만 뿌리가 토양에 자리 잡지 못하거나 비옥한 환경이 없다면 곧 시

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예학적인 비유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유교가 주창하는 교육

은 가족과 공동체라는 비옥한 환경 안에서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역할과 관계성이 “근본적으로” 

뿌리내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교육과 유교 도덕이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둘  모두 역할과 관계의 지속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식된 교육

은 어떤 원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된다. 우리가 교육을 통

해 성장하려는 이유는 바로 지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며, 관계의 성장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되려는 이유도 바로 도덕적 인간으로서 행동하기 위한 것이다.

효(孝)는 정통 유교가 핵심적 도덕 명령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전통에 따른 교육철학의 이해를 

위해서는 가족 및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각자가 가지는 역할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이

해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적 틀에서 살펴보면, 연관된 개인 간의 삶은 의심의 여지없는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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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삶과 모든 사건은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은 살갗 아래 내면이 아니라 실제 세상

이다. 어떤 인간이나 사물도 홀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삶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은 

연관된 삶의 특정한 양식을 규정하는 것일 뿐이다. 다양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머니

와 손자, 스승과 제자, 그리고 6촌 사이와 점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각 구성원

에게 부여된 다양한 역할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그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

가면 아득히 먼 역사의 저편,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경험을 간직한 초창기 인류

의 모습까지 닿아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공동체 원로의 역할은　인류가 계보를 이어가는데 필수

적이다. 연관된 삶이 단순한 사실임을 인정하더라도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배경 안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고취하는 역할은 대개는 규범적이다. 소위 “유교적 역할 윤

리”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수행하는 역할이 기록된 연관된 삶의 모습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유교적 역할 윤리는 인류가 노력과 상상의 힘을 이용하여 연관 관계에서부터 만들어 낸 것이다. 

유교적 역할 윤리가 도덕적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유교는 승자와 패자가 구분

되는 분열적이고 수축적인 모델로서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이념에 대하여 모두가 승리자가 되

거나 패자가 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실제로 유교적 역할 윤리를 살펴보면 온전한 행실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되며,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원칙, 가치 혹은 미덕이 아니라 가족 

또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이론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추상적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유교적 역할 윤리는 모자(母子) 간의 당연한 관계에 요구

되는 것을 지키는 것처럼 통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역할과 관계에서 꼭 필요한 예의범절

을 요구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역할 윤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앞으로 마땅히 할 일을 알 수 

있도록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 역할 윤리는 관계 속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가

질 수 있도록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활동을 모호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적절한 행동은 무

엇인지를 설명한다. 누가 “내 형제니까.”라고 말하면, 이 한 마디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극히 단순

하면서도 극히 복잡하게 정당화하려 하는 말이 될 수 있고, 다른 이유로는 얻을 수 없는 설득력

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에서 윤리에 이르기까지 유교문화의 다양한 현실적 영역 내에

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공통분모는 관계를 구성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

교철학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를 구성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정교하고도 세련되며 윤리적으로도 설득력을 갖춘 이 개념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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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변화하는 세계 문화질서 속에

서 비약적 변혁이 예상되는 지금, 성숙해 가는 과정 속의 인간이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는 

유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내가 옹호하는 유교적 가치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서구화라는 거역할 수 없는 조류가 해악적이므로 어느 정도 억누를 필요가 있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필자가 유교 전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

는 대변혁이 예상되는 지금, 가용한 모든 문화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 때문

이다. 지금까지 여기서 논의한 필자의 입장은 세계 인구 1/4의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

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고대 전통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제까지의 무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바라는 측면도 있었다. 세계문화를 더욱 풍

성하게 해 줄 원천으로서, 기존 가치 체계를 실질적으로 비판하는 대안으로서 유교 전통 문화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마땅히 더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유교 철학에는 새로운 세계 문화질서에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가치와 제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아시아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친 유교의 기여와 실패에 대하여 

역사를 회고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도 유교적 가치의 세계화가 과연 현재의 변화하는 세계질서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유교 문화를 일거에 제거하려는 서구화를 근대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이 피폐한 사고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마 가장 중

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계화된 유교가 어떤 방식으로 탈바꿈하여 비판적이고 발전적

인 새로운 힘으로서 부상하여 이 시대의 핵심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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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ism� and� a� Changing�

World� Cultural� Order

Roger� T.� Ames
(Department� of� Philosophy,� Peking� University� Humanities� Chair� Professor)

If we can no longer ignore East Asia and its Confucian perspective, what in concrete 

terms does the Confucian tradition have to offer a changing world cultural order? As a 

living cultural tradition, the continuities between the contemporary East Asian Confucian 

nations and their earliest cultural roots are much more evident than that the more tenuous 

links between ancient Greece and the modern nation state of Greece, or between ancient 

Rome and what is now modern Italy, or between ancient Egypt and its contemporary 

presence. The Confucian cultures provide a hybridic and inclusive model of cultural change 

wherein the heat of contest over the centuries has fired the furnace of amalgamation and 

fusion. This is a tradition in which the tides of Western learning, Buddhism first and then 

in its various waves from the Jesuits to Protestant educators down to phenomenology and 

pragmatism in our own times, have been ingested and internalized to become the evolving 

Confucian tradition itself. And the enduring momentum of this Confucian tradition comes 

from the fact that it proceeds from a relatively straightforward account of the actual human 

experience. Confucianism, rather than relying upon metaphysical presuppositions or 

supernatural speculations, is a pragmatic naturalism in the sense that it focuses on the 

possibilities for enhancing personal worth available to us here and now, through enchanting 

the ordinary affairs of the day. Confucianism as a culture is simply the attempt to inspire 

the most ordinary of things within the human experience to become the most extraordinary 

of things. In this process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 living civilization, the 

cultural genealogy is implicated in and dependent upon the productive cultivation of its 

participants. And by extension, the meaning of the entire cosmos is implicated in and 

dependent upon the productive cultivation of persons withi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Personal worth is the source of human culture, and human culture in turn is the compounding 

resource that provides the context for each person’s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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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its religious sensibilities, Confucianism offers an alternative “family-centered” 

rather than “God-centered” religiousness that unlike the competing Abrahamic traditions, is 

not given to posturing as singular, exclusive, and absolute. Such a human religiousness has 

not, in the name of some ostensive One Truth, precipitated war and carnage among its 

adherents. Confucianism is at once a-theistic, and profoundly religious. It does not appeal 

to an independent, retrospective, and substantive Divine Agency as the reality behind 

appearance and as the source of all cosmic significance. Indeed, it is a religious tradition 

without a God; a religious sensibility affirming a spirituality that emerges out of the inspired 

human experience itself. For Confucianism, the world is an autogenerative, “self-so-ing” 

process—ziran er ran 自然而然—that includes the energy of its ongoing transformation as 

residing within the continuing narrative itself. Its world is an inside without an outside. And 

human feelings themselves are the motor of religious meaning, understood both retrospectively 

and prospectively as an unfolding and inclusive spirituality achieved within the qualitatively 

inspired activities of the family, the community, and the natural world. Human beings are 

both inspired by and contributors to the numinosity that elevates and refines the human 

experience within the world in which we live. There is no church (except for the extended 

family), no altars (except perhaps for the dining room table), and no clergy (except for the 

exemplary models both past and present who are deferred to as the living center of the 

community). Confucianism celebrates the way in which the process of human growth and 

extension is shaped by, and contributes to, the meaning of the totality—a notion of creatio 

in situ that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theology of the creatio ex nihilo traditions in 

which the creator Godhead is everything and His creatures are nothing.

Confucianism also has a contribution to make to our understanding of social order. 

Confucian community is grounded in the aspiration for an achieved propriety in human 

roles and relations (li 禮), a way of translating this key philosophical term that is a 

considered choice. On the formal side, li are those meaning-invested roles, relationships, 

and institutions that facilitate thick communication, and that promote the feelings of family 

and community. All formal conduct constitutes one aspect of li—including table manners, 

patterns of greeting and leave-taking, graduations, weddings, funerals, gestures of deference, 

ancestral sacrifices, and so on. In this formal sense, the li constitute a social syntax that, in 

the semiotics of the human experience, provides each member with a defined place and 

status within the family, community, and polity. But the li within this process cosmology 

are rhythm rather than form. The existential aspect of li makes them alive, always 

provisional, and emergent. The pattern of li can be fairly described in terms of a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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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neutic as it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erving a living civilization as 

repositories of meaning, and enabling persons to appropriate persisting values and to make 

them appropriate to their own, always novel situations. While we perform the li in the 

present, much of their efficacy stems from their being a link to the past and thereby, to the 

future as well. 

In the discursive family and community, social order emerges out of the relational 

virtuosity made possible by effective communication, and li is nothing less than communal 

“language” in its broadest sense. Certainly li is linguistic, but it is much more than just 

speaking to each other. It is also the language of body and gesture, of music and food, of 

protocols and ceremony, of institutions and their functions, of roles and relationships. For 

Confucius, the “human becoming” as a social achievement is an adaptive success made 

possible through the applications of the social intelligence perpetuated through li. Society is 

not derivative of individual properties, nor is the individual the product of social forces. 

Associated living and the personal collaboration such individuality entails does not bring 

discrete people together in relationships, but rather makes increasingly productive what is 

already constitutively related. Confucianism provides a conception of family and community 

based on the pursuit of a sustained propriety within the roles and relations that bind them 

together. As what is most fundamental and enduring, li nurtures the internal dynamic of 

social and political order, making the invocation and imposition of the rule of law, while 

unfortunately necessary at times, always second-best, and a clear admission of communal 

failure.

With respect to Confucian’s contribution to human culture as a philosophy of education, 

we must begin by acknowledging that personal cultivation is certainly the root of Confucian 

philosophy, and again that such personal growth is itself the substance of education. But 

we must also observe that any root that has not been properly set and that is lacking a 

fertile environment will soon wither and die. To continue this horticultural metaphor, 

Confucian education must be understood as a process that is “radically” embedded in and 

grows within the roles and relations that constitute us as persons in the fertile context of 

our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close link between education and Confucian morality lies 

in the fact that they are both grounded in a sustained growth in our roles and relations. 

Education so conceived is not instrumental as a means to some desired end, but is a 

process that is an end in itself. We pursue education and thus grow simply to live 

intelligent lives, and we become moral through this growth in our relations simply to 

behave as moral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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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family reverence” (xiao 孝) as the governing moral imperative of classical 

Confucianism, it is clear that any understanding of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is tradition 

must begin from the primacy of those vital roles and relations that constitute us as persons in 

family and community. That is, within this interpretive framework, associated, interpersonal 

living is taken to be an uncontested, empirical fact. Every person lives and every event 

takes place within a vital natur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ur lives are lived not 

beneath our skins, but in the world. And no one and no thing does anything by itself. 

Association being a fact, our different roles lived within family and community are nothing 

more than the stipulation of specific modes of associated living: mothers and grandsons, 

teachers and students, and even second cousins and shopkeepers. Many of these designated 

roles, far from being arbitrary and contingent, can be traced back into the mists of history 

and the emergence of human beings in their earliest forms as being basic to the human 

experience of family and community life. The role of mothers and communal elders are 

integral to the human genealogy. But while we must acknowledge that associated living is a 

simple fact, the consummate conduct that comes to inspire virtuosity in the roles lived in 

family, community, and the cultural narrative broadly is normative. What we have come to 

call “Confucian role ethics” is no more than stipulated kinds of association that register the 

personal growth of each person in the roles that they live. Confucian role ethics is what 

human beings, with effort and imagination, are able to make of the fact of association

With Confucian role ethics as a vision of the moral life then, Confucianism offers a 

win-win or lose-lose alternative to the divisive and deflationary model of winners and 

losers characteristic of the ideology of liberal individualism. Indeed, when we turn to 

Confucian role ethics, the specific guidelines offered for consummate conduct, rather than 

appealing to self-sufficient, abstract principles or values or virtues, look primarily to 

theorizing practice within the contours of our concrete and existentially more immediate, 

familial and social roles. In contrast to abstract principles, there is a vital sense of propriety 

in our lived roles and relations that we can feel viscerally—a commitment to what it means 

to be this son to this mother. And on that basis, role ethics provides the kind of intuitive 

insight that would suggest to us, quite specifically, what we ought to do next. Role ethics 

in offering insight into how to behave most productively in our relations, provides an 

explanation for proper conduct that does not obscure the inevitable complexity of human 

activities in service to a simple-minded sense of right and wrong. “Because he is my 

brother” is both a disarmingly simple and yet a profoundly complex justification for my 

conduct, and is persuasive in a way that other reasons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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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ngle most important common denominator within the various areas of the Confucian 

cultural sensorium rehearsed above, from education to ethics, is the relationally-constituted 

conception of persons. Perhap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Confucian philosophy has 

to offer our times is precisely its own elaborate, sophisticated, and ethically compelling 

conception of a relationally-constituted persons that can be drawn upon to critique and to 

challenge the entrenched ideology of foundational individualism. In particular, at a critical 

time when we can fairly anticipate a quantum transformation in the changing world cultural 

order, it is this alternative conception of persons as human becomings that recommends 

most clearly to me that we would do well to give Confucianism its place at the table.

The argument is not that the Confucian values I am advocating can be mustered to solve 

all of the world’s problems. Nor has the argument been that the ineluctable forces of 

Westernization are pernicious and need to somehow be contained. Instead, my attempt to 

bring attention to the Confucian tradition has been that we do well to make room for all 

of the cultural resources available to us at a time when the most dramatic changes to the 

human condition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are gathering on the horizon. In many ways, 

the position advanced herein has been compensatory, trying to overcome the kind of 

ignorance that comes with the uncritical ignoring of an ancient tradition integral to the 

identity of a quarter of the world’s population. There is much to be valued in this 

Confucian cultural tradition as a source of enrichment for world culture, and as a 

substantial critique of our existing values, and we would all do well to know it better. 

For those who do believe that Confucian philosophy has values and institutions that can 

be of significant benefit to a new world cultural order, important and critical questions 

need to be asked retrospectively about both the contributions and the failings of 

Confucianism as a pan-Asian phenomenon over its long history. Prospectively too, we must 

ask if the globalization of Confucian values would make a felicitous difference in the 

contemporary global dynamic, and if so, how the prevailing and impoverishing equation 

between modernity and Westernization that erases Confucian culture altogether is to be 

challenged?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how can a global Confucianism be retrofitted to 

constitute a critical, progressive, evolutionary, and emergent force that will make its own 

contribution to resolving the pressing issues of ou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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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치유

Disaster� and� Healing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

는� 이들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위협이자� 더욱� 거대한� ‘사회적� 재난’으로다가왔다.� 더� 이상� 기존

의� 낡은� 제도의� 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

사는� 감염병의유행과� 극복을� 반복해� 온� 시간이기도� 하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의� 재난을� 겪

고� 있는� 2020년�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란�

무엇인가?� 본� 세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염

병에관한�역사적�성찰과�현재� 대한민국�사회가�직면한�문제들에�대해� 고찰한다.

Inequality� in� our� society�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by� the� impact� of� COVID-19.�

To� those� who� are� in� vulnerable� circumstances,� COVID-19� has� become� a� bigger�

threat� and� more� enormous� ‘social� disaster’.� Although� some� emerging� issues� can’t�

be� solved� within� the� existing� frame,� human� history� has� undergone� the� ups� and�

downs� of� pandemics� and� efforts� to� overcome� them� if� you� look� back� to� the� past.�

Now,� in� 2020,� we� are� suffering� from� a� catastrophe-like� disaster.� How� have� our�

lives� changed� so� far?� What� are� the� values� that� we� need� to� keep� amid� enormous�

changes?� In� this� session,� there�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view� issues�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as� well� as� take� a� historical� reflection� on� pandemic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by� analyzing� the� past� and�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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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션1� � Part� 1�

▣� 10월� 31일(토)� 13：30� ~� 15：30｜구름에리조트� 우향각

▣� 13：30� ~� 15：30,� Oct.� 31(Sat)｜Gurume� resort� Woohyng-gak

사회자

Moderator

이새봄(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Saebom� Lee(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HK� Research�

Professor)

연설자

Speaker

최홍조(건양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조교수)

Hongjo� Cho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ssistant� Professor)

송지우(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부교수)

Jiewuh� Song(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Nakajima� Takahiro(도쿄대학교�동양문화연구소�교수)

Nakajima� Takahiro(Tokyo� University� Professor)

논평

Comment

김만권(경희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학술연구교수)

Man� Kwon� Kim(Kyunghee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Culture� studies�

Research�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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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건강불평등1)

최홍조(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1.� 들어가며

각 국가의 정상과 유명인들을 포함한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역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18년 스페인독감 당시에도 많은 이들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에 이루어진 실증연구의 결과는 다르다. 연령별 사회

계급에 따른 스페인 독감 감염율과 사망률은 비슷하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낮은 사회계급

의 스페인 독감 감염율이 높은 사회계급에 비하여 높았다.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낮은 사회계

급의 사망률이 높은 계급에 비하여 높았다(Sydenstricker, 1931). 유사한 결과는 이후 인류의 많

은 감염병에서 재확인되었다. 코로나19는 어떠할까. 이미 국내외의 연구에서 코로나19가 임상적 

혹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코

로나19와 건강불평등을 둘러싼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건강불평등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직접영향의 경로다. 정치, 경제, 환경이 다양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

친다. 또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동반 질환

을 가진 면역학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고, 사망의 가능성도 높다. 

결국 거시적 요인과 개인의 사회적 요인이 코로나19의 직접적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간접영향 경로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이 영향은 불안정 노동, 돌봄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부에서는 소득감소와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집중된 의료체계는 필수 의료서비

스의 공백을 가져온다. 이 같은 일련의 영향 속에서 직접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불건강

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 바로 이것이 간접영향 경로다(Bambra, 2020). 이미 국

내 연구에서도 직접영향경로에 대한 분석이 일부 이루어졌다. 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악성종양

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문

성수 등, 2020). 성 등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동반질환에 따른 코로나19의 사망률 격차를 보여주

었다(성호경 등, 2020). 따라서, 동반질환 유병이라는 임상적 취약성의 차이가 건강영향(코로나

1) 본 글은 시민건강연구소의 ‘코로나19 시민백서(가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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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로 인한 사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등은 고혈압 환자 코호트에서 코로나

19 발생과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 격차를 분석했다(Kim 등, 202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중 가

장 높은 보험료 분율에 비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의 감염가능성이 3.4배 높게 나타났다. 김 등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격차를 확인해 보았고, 직장가입자 중 가

장 소득이 높은 계층에 비하여 의료급여 환자들의 사망률이 약 2.8배 높게 나타났다(김동욱 등, 

2020).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확인한 코로나19와 건강불평등 연구는 여기까지이다. 소득 이외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한 직접영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의 간

접적 건강불평등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글은 이와 같은 코로나19과 건강불평등을 둘러싼 직접영향 경로와 간접영향 경로가 국내

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0� 코로나19와� 건강불평등�개념적�틀�

2.� 직접영향의� 위험�

직접영향의 경로 중 첫 번째로 고려해야할 것은 바로 직업적 위험이다. 이주연과 김명희의 연

구는 근로환경조사에서 대면접촉의 정도를 통한 감염위험의 가능성을 측정했다(이주연과 김명희, 

2020). 분석결과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및 서비스 종사자들의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에서 감염위험이 높았고, 동시에 소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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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낮았다. 여성, 낮은 소득 노동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상관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결과였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면접촉은 적지만, 콜센터 노동자 혹은 물류센

터 노동자처럼 밀집도가 높은 노동환경의 위험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직업적 위험의 

또 다른 측면은 노동현장에 있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은 방역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공간에는 방역지침도 잘 준수되지 않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이다. 

“현장이� 되게� 조그마해요…� 청소도� 안하고� 뭐가� 없어요� 시스템이…”
-� 이주노조활동가

“환기는� 아예� 구조적으로� 안되고…� 하루에� 4-5번� 공정을� 옮겨요…� 5층…� 다른� 층에� 가서…�
전원� 격리에요,� 검사하고,� (동선이)� 파악이� 안� 될…”�

-� 물류센터해고� 노동자

“마스크� 쓰고� 하면� 고객이� 민원� 제기하니까� 쓸� 수� 없다…� 그러던� 찰나에� 구로� 콜센터� 감염�
사태가� 터지고”

-� 콜센터� 노동자

감염에 취약한 노동환경과 방역지침이 부재한 곳에서의 노동은 기업의 무책임과 개인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며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직업관련 위험이다. 

두 번째 직접영향의 위험은 주거다. 쪽방 주민을 포함한 홈리스와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거리두어진’ 사람들이었다. 사회적 배제는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감

염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들에게 두려움은 공존한다. ‘누구 하나 걸리

면’ 모두가 감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방이� 작으면� 2명,� 좀� 크면� 5명,� 7명.� 이렇게� 있고…� 내가� 있는� 일터에� 누구�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주노동활동가
�

“쪽방은� …� 방� 자체는� 독립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누구� 하나가� 걸려서�
들어오면� 뭐”

-� 쪽방활동가�

세 번째 직접영향의 위험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다. 장애인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의 폐쇄적 운

영 형태는 사회문제로 종종 제기되었다. 이 공간 중 일부에서 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인근 

시설은 모두 함께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 청도 대남병원 상황 이후 많은 경기도, 경북 

지역의 시설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경험했다. 하지만, 외부와의 차단만 이루어졌을 뿐, 내부에

서의 방역지침은 없었다. 6명이 한방을 쓰는 공간에서 발열 환자가 발생하면, 나머지 5명은 또 

다른 6명이 쓰는 공간으로 옮겨진다. 11명이 한 공간이 있지만, 이들 중 또 다른 감염인이 있는

지 검사하지 않았다. 여러 명이 쪽잠을 자는 돌봄 노동자의 숙소도 방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

는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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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 안이�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 화장실을� 다� 같이� 여러� 명이� 쓰고,� 그�
사이에� 건물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밥을� 세숫대야에� 다� 같이� 말아서� …� 수저� 넣고…� 퍼먹는�
거에요”

-� 장애인단체� 활동가

“초반� 사망자가� 속출하고…� 일괄� 문닫고� 몰아서� 코호트� 시키는� 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중간에서나� 이송을� 했거든요…� 바로� 했으면� 초기� 사망자를� 막을� 수도� …”

-� 대구� 장애인단체� 활동가

3.� 간접영향의� 위험�

간접영향의 위험 중 첫 번째는 필수의료의 공백이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곧바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수는 

줄어들었고, 물리적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발열 환자

이거나, 대구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꺼려했다. 코로나ㅇ 음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

며, 비싼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민간병원도 있었다.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이와 같은 변화는 곧바로 취약계층 환자에게 필수 의료의 공백을 만들어 냈다. 

“이주� 노동자들은� 지정병원이� 하나에요.� 대구의료원� 밖에…� 출산� 한달� 산모가� 결핵� 소견이…�
부산,� 경남,� 경북,� 다� 없고� 목포에는� 가능하다고”

-� 이주민활동가

“발이� 골절…구급대원이랑� 대구� 갔다� 왔다고� 하니까…병원에서� 1인실� 격리…� 2주� 동안� 발�
골절된� 건� 검사도� 안� 했어요“

-� 홈리스� 활동가

“고열� 증상이었고…� 7개� 병원에� 돌아다니시다가…� 집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사회복지활동가

필수의료 공백 현상은 다른 감염병에서도 나타났다. 곽낙원 등의 연구에서는 이전 5개년도의 

결핵신고율에 비해 2월 말부터 4월까지의 결핵 신고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고했다(곽낙원 등, 

2020). 최근 세계결핵보고서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었다(WHO, 2020). 이

는 코로나19 감염의 두려움으로 결핵 증상을 나타낸 환자들이 병의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

도 있지만, 결핵 진단을 해야 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업무에 집중하거나(공공), 발열 환자를 

밀어내는(민간) 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 

간접영향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조정의 전형적인 순환고리가 나타난 점이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은 연차를 강요하고, 무급휴가를 권고한다. 이 상황은 무급휴직과 권고 사직으로 이

어지고,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의 수순을 따른다. 결국 고용불안은 지속되고, 일시적 소득 감소에 

뒤이어 실업으로 소득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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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1주일씩� 쓰세요,� 심한� 데는� 한� 달씩”� � 면세점노동자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 쯤에� 다� 해고� 통보를…”� � 보육교사�
“코로나로� 관련되어서� 페이백을� 당한다든지…”� � 보육교사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휴업도� 아니고� 그냥� 해고죠”� � 이주활동가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필수 공공서비스의 중단을 낳았고, 이는 곧바로 건강불평등으로 이어

진다. 공공의료 외에도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의 위협이 커지면서 가장 먼저 중단된 서비스가 바로 정부의 공공서비스였다. 홈리스를 위한 급

식 서비스의 중단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많은 홈리스들의 생존을 곧바로 위협한다. 

“정신보건센터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와서� 상담을� 못한다는� 거에요”
-쪽방촌� 활동가

“복지관이나� 센터도� 쉬잖아요.� 몸이� 굳는� 다든지,� 운동�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몸이� 굳어�
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장애인� 활동가

“거리�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적인� 문제예요.� 먹는� 문제,� 개인위생적인� 문제.� (급식과� 시
설� 중단으로)� 모든� 게� 다� 스톱됐거든요.� 코로나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차적인� 문제예요”

-� 노숙인종합센터� 근무자
 

4.� 대안으로서의� 사람중심돌봄과� 참여형� 거버넌스�

살펴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과 같은 직접적 영향 경로의 사회적 위험

으로는 직업, 불안정 노동, 주거, (묻지마) 코호트 격리 등이 확인되었다. 코로나19의 감염에 의

한 위험은 아니지만, 경기침체와 필수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간접적 영향 경로의 위험으로는 필

수의료 공백, 해고와 실업, 소득감소, 필수 공공서비스의 중단 등이 있다. 그렇다면, 건강불평등

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대안적 접근으로서 사람중심돌봄과 참여형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중심돌봄은 하향식 접근이 아니다. 사람들이 가진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임과 동시에 

의사결정의 과정도 사람들에서 출발하는 상향식이며 협력적 관계를 추구한다. 하향식 접근은 필

연적으로 코로나의 사회적 영향 보다는 진단과 치료 등 생의학적 접근에 집중한다. 동시에 낮은 

사회계급에 대한 필요보다는 중간 이상의 계급에 대한 필요에 집중한다. 사람중심돌봄은 이 불

평등한 정부의 대응 범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

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은 정부와 일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다. 위험의 특성

이 불확실하고 모호할수록,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참여형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를 확인한 바

가 있다.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익명검사의 확대 시행이 더 큰 전파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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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제안은 성소수자 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가능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제와 백신이 희망으로 받아들여

지지만, 이미 이전의 감염병에서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우리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

리는 코로나19과 건강불평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급한 불은 당장의 전파차단에 국한된 이야

기가 아니다.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접근이 전파차단에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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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and� Health� Inequality
1)

Hongjo� Choi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ssistant� Professor)

1.� Introduction

A significant number of the population, including top officials and celebrities worldwide, 

have been infected COVID-19. We’ve heard that the coronavirus doesn’t discriminate. 

However, in history, we can easily find the unequal results that the virus brought to people. 

In 1918, many claimed the Spanish flu also doesn’t discriminate. However, according to 

empirical studies on the Spanish flu, the virus affects people unequally. The infection and 

mortality rate of the flu was different in different social classes. In all ages, the lower class 

showed a larger infection rate compared to the higher social classes. In particular, lower 

class people in their 40s showed a higher mortality rate compare to the same age group in 

higher classes (Sydenstricker, 1931). 

Similar results were found in other epidemics after the Spanish flu. Then, how about 

COVID-19? Already in many case studies conducted home and abroad prove that the virus 

brought larger damages clinically and socially to the venerable in communities. Studies on 

COVID-19 are explaining two fundamental reasons why it delivers health inequality. First. 

there is a direct influence of COVID-19. Many component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environment affect variou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lu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easily lead to high chances of developing chronic diseases. People with associated 

diseases and weak immune systems have a higher chance of being infected with COVID-19. 

Therefore, macro factors and an individual’s social environment can be direct influences of 

COVID-19.

Second, there is an indirect influence of COVID-19. Economic recession and crisis caused 

by Covid-19 directly affect the labor market. Therefore, regular workers and employees in 

caring businesses go through negative effects and it leads to a decrease in income and even 

1) The paper includes partial context of ‘Covid-19 Guidelines for Citizen (working title)’ written by 
People’s Health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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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employment. At the same time, the medical system intensified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COVID-19 brings vacancy in essential medical services. Therefore, the number 

of people who lack access to healthcare is increasing. This explains the indirect effect of 

COVID-19 (Bambra, 2020).

Already domestic studies analyzed the indirect influence of COVID-19 partially. According 

to Moon’s study and others’ people who suffered from malignant tumors and diabetes have 

a higher mortality rate compared to other subject groups (Moon, et al. 2020).

Sung’s study also shows different mortality rates of people with different associated 

diseases (Sung et al. 2020). Therefore, clinical vulnerabilities come from associated diseases 

make gaps in the health and mortality rates among patients. Kim and other researchers 

analyzed mortality rates of groups with different incomes (Kim et al. 2020). Workers who 

receive a medical subsidy from the government have a 3.4 times higher infection rate 

compared to people with employee health insurance in higher brackets of society. Kim’s and 

others’ research explains gaps in the mortality rate of COVID-19 confirmed cases with 

different income groups. Comparing an income group receiving government medical 

subsidies to the highest income group with employee health insurance, the former group 

showed 2.8 times higher mortality rates (Kim, et al.) 

However, there is no further research on relations between COVID-19 and health 

inequality in South Korea. On the one hand, the direct influence of social determinants on 

health is not yet known excluding the income gap.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to find 

research on indirect causes of health inequality caused by COVID-19.

This paper analyzes the routes of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COVID-19 in South 

Korea related to health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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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shows� the� relation� between� COVID-19� and� health� inequ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and� Health� inequality

Direct� Influence Indirect� Influence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Collapse� on� essential� medical� system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Unemployment,� income� decrease,� irregular�

work,� mental� health,� gender-based� violation,�

unofficial� caring� labor

Associated� chronic� diseases

Covid-19� Infection

Results� including� severe� illness� and� mortality Effect� on� health

2.� Risk� factors� of� direct� influence

Occupational risk should be considered first among the factors of direct influence. Lee, J., 

& Kim, M’s research measured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of people in different face- 

to-face working conditions (Lee, & Kim, 2020). The analysis says medical professionals, 

social welfare workers and service providers have a high risk of COVID-19 infection. Plus, 

businesse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had a higher risk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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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n and lower-income. The research could not analyze risk in working conditions with 

a dense population and less face-to-face contact including logistics and call centers. 

Another occupational risk factor lies in the worksite. Worksite which has vulnerable 

workers also has vulnerable condi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People 

hardly follow prevention guidelines. The following are interviews with workers on site. 

“Work� site� is� too� small….� We� don’t� clean� it� and� there� is� no� prevention� system…”

-� A� member� of� Migrants’� Trade� Union

“Ventilation� is� impossible� structurally…� We� work� in� 4-5� different� processes…� on� the� fifth� floo

r…� then� we� move� to� another� floor…� Everyone� gets� screened� and� quarantined,� and� sometimes�

it’s� hard� to� track� people.”

-� A� laid-off� worker� at� logistics

“We� couldn’t� wear� mask� because� clients� complained� about� not� being� able� to� hear� people� who�

talk� while� wearing� a� mask…� then� we� faced� the� Guro� call� center’s� cluster� infection”

-� A� worker� at� a� call� center

Working in a venerable environment where there is no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mphasizes irresponsible responses of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nd it exposes 

workers to occupational risk with high chances of COVID-19 infection.

The second factor of indirect influence is housing conditions. Already the homeless and 

immigrant workers are socially isolated. Ironically social isolation gives a safe place from 

COVID-19 infection. However, everyone is afraid of COVID-19. The fear comes from the 

possibility that one confirmed case can cause cluster infection.

“In� a� small� room,� there� are� two� people.� When� there� is� a� bigger� room,� five� to� seven� people�

live� together…� What� if� my� colleague� gets� infected…?”

-� A� member� of� Migrants’� Trade� Union

�

“Our� quarters� are� separated�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are� sharing� a� common� space…�

One� confirmed� case� may� be� fatal.”

-� A� slice� room� resident�

The third risk factor lies in direct influence is cohort quarantine. Often exclusive operation 

of institutions for the handicapped and welfare facility became a social issue. When a 

cluster infection is found in these institutions, all the facilities in the near area are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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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cohort quarantine. After a mental institution, Daenam hospital located in Chung-do 

was put under cohort quarantine, many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and Gyeongsangbuk 

Province went through cohort quarantine as well. However, the facilities were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with no specific indoor quarantine guidelines. When a patient staying in a 

room for six had a fever, five rest of the patients were moved to another room for six 

patients. In total, eleven people were using the same room but no one checked if there 

were other confirmed cases. Labor shelters where many workers share one room is another 

example without specific quarantine guidelines. 

“There� was� no� ventilation…� many� of� us� share� one� bathroom.� And� I� believe� the� facility� didn’t�

change�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People� also� had� to� share� meals� in� one� big� bowl…� we�

used� the� same� spoon� to� take� portions� out� of� the� bowl� all� together.”

-� A� representative� from� a� facility� for� the� disabled.�

“After� the� death� of� a� number� of� patients� at� the� early� stages� of� COVID-19,� people� shut�

facilities� and� put� them� under� cohort� quarantine.� When� the� response� turned� in� to� a� social�

issue,� then� transfers� were� allowed.� If� they� moved� the� COVID-19� patients� earlier,� people� could�

prevent� early� death…”

-� A� representative� of� the� disabled� in� Daegu

3.� Risk� factors� of� indirect� influence

The first risk factor of indirect influence is the vacancy of essential medical service. Public 

hospitals where most of the patients are vulnerable were firstly designated as Covid-19 

specialized hospitals. Right after, the number of hospitals for the vulnerable has reduced and 

physical access to the medical facilities was restricted. Plus, private medical facilities were 

unwilling to have patients with fever or those who visited Daegu. Some of the private 

hospitals exacted negative resulted in Covid-19 before diagnosis and shifted cost for 

expensive Covid-19 test to the patients. The changed stance of public and private medical 

facilities led to the vacancy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for the vulnerable.

“Daegu� Medical� Center� is� the� only� public� health� facility� for� immigrant� workers.� There� was� a�

woman� who� gave� birth� a� month� ago� who� developed� tuberculosis� but� there� was� no� medical�

center� for� her� in� Busan,� Gyeongnam� and� Gyeongbuk� provinces� except� Mokpo.�

-� An� immigran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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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ncy in essential medical services was also witnessed in other cases of infectious 

diseases. Kwak’s study found out there was a sharp decrease in tuberculosis cases from late 

February to April compared to the last five years of reported cases (Kwak, et al, 2020). 

The recent Global Tuberculosis Report also found there are decreased tuberculosis cases 

reported in many countries (WHO, 2020). There are chances that patients with tuberculosis 

symptoms might avoid going to the hospital due to fear of Coivd-19 but it is because 

public medical facilities are focusing on COVID-19 cases and private medical facilities do 

not accept patients with fever. 

The most severe issues lie in indirect influence is the cycle of restructuring. Due to the 

sluggish economy companies forced their employees to reduce working hours and 

recommend unpaid leave. Soon, the company recommended its staff to take an unpaid 

career break or advised workers to resign with employees undergoing voluntary resignation 

or restructuring. Employment instability goes on, employees experience income decrease and 

some people lose their income permanently. 

“Employees� are� forced� to� have� one-week� unpaid� leave� or� even� one-month� unpaid� leave.”�

� A� worker� at� tax� free� shop

“When� level� two�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most� teachers� were� laid-off”�

� A� child� care� teacher�

“There� was� a� payback� in� salary� due� to� COVID-19…”�

� A� child� care� teacher�

“Unregistered� immigrant� workers� do� not� have� unpaid� leave.� We� just� get� fired.”�

� A� immigrant� worker

Lastly, COVID-19 halted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lack of services leads to health 

inequality instantly.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ed various social services including 

public health services. Public services such as soup kitchens for the homeless had halted first 

“My� foot� was� broken…but� when� I� told� the� ambulance� worker� that� I� visited� Daegu,� I� was�

quarantined� in� a� hospital� room� for� two� weeks,� doctors� did� not� check� my� broken� foot.

-� A� homeless

“There� was� a� patient� with� a� high� fever…� visited� 7� hospitals� but� no� facility� accepted� him/her…

went� back� home� and� the� next� day,� passed� away.�

-� A� soci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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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increasing threat of COVID-19. And soon the survival of many homeless has 

been threatened. 

“I� couldn’t� gain� access� to� counseling� in� a� mental� health� center� due� to� COVID-19”

-A� resident� of� slice� home

“Welfare� facilities� were� closed.� There� are� people� who� need� physio…� I� stayed� home� and� my�

body� is� now� rigid.”

-A� disabled� interviewee

“Homeless� people� are� undergoing� basic� issues.� They� can’t� eat� or� wash� because� homeless�

facilities� and� soup� kitchens� have� shut� down.� COVID-19� infection� isn’t� a� primary� concern� for�

them”

-� A� worker� at� a� homeless� shelter�

4.� Alternatives� :�people-centered� caring� service� and� participative� governance

So far, jobs, unstable working hours, housing, cohort quarantine were found as the risk 

factors lie indirect influence of COVID-19 which can be also led to mortality. Economic 

recession, the vacancy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lay-off and unemployment, income 

decrease, stopped necessary public services are risk factors lie in indirect influence of 

COVID-19. Then, solutions to address health inequality is important. 

This paper suggests people-centered caring services and participative governance as 

alternatives. People-centered caring service is not a top-down approach. It provides services 

to meet people’s basic needs and the approach starts from people. It is a bottom-up 

approach which pursues cooperative relations. The top-down approach inevitably focuses on 

biomedical aspects including diagnosis and treatment than the social effect of COVID-19. 

And it also aims to meet the needs of the middle class and higher classes. People-centered 

caring service is able to extend the range of imbalanced government responses to the 

vulnerable. Especially COVID-19 pandemic-like uncertain crisis is highly likely to be dealt 

with by the government and a small number of experts. However, when the crisis has 

unknown risk factors and is ambiguous, participative governance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can be a solution to many challenges. Already we witnessed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in participative governance in the course of the COVID-19 pandemic. After 

the cluster infection in Itaewon, an anonymous COVID-19 test prevented further spread of 

the virus. Anonymous test was accepted and conducted by the government when L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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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suggested it.

 COVID-19 pandemic seems to be continued for a while. There is hope for treatment 

and vaccine but we all are well aware that we need more than that. That is what we 

learned from other epidemics in history. Therefore, we have to focus on addressing health 

inequality caused by COVID-19. We need long-term solutions. Resolving health inequality 

is an effective strategy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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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감시,� 인권:� 감염병�응급조치의�윤리학

송지우(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이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탐구한다. 첫째, 위급 상황을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언제, 왜 그러한가? 둘째, 인권 제한을 수반하는 위급 상황 대응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선택해야 하는가? 두 질문은 요컨대 윤리학적 분석을 목표로 

한다. 평가의 기준은 정당화가능성(justifiability)이며, 이는 가령 효율성과는 구분되는 기준이다.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발표는 감염병 상황,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현재의 판데믹 상황을 

사례로 하여 추론을 진행한다. (사실 현 판데믹 상황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구

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 국면에서 국제적으로 주로 활용된 두 유형의 응급조

치, 즉 봉쇄(lockdown) 조치와 감시(surveillance) 조치를 중심으로 서술을 전개한다. 봉쇄 조치

에는 집합금지, 재택 명령(stay-at-home orders), 국경 통제 등이 포함되고, 위치추적, 개인정보 

접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활용 등은 감시 조치에 해당한다. 이들 조치는 이동의 자유, 

사생활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며, 응급 상황이 아닌 맥락에서는 정당화가 어려운 조치

이다. 그러나 2020년의 판데믹 국면에서 거의 모든 국가는 이들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활용

했거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서유럽 등의 이른바 ‘인권 선직국’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응급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발표는 그 답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크

게 세 가지 논변—온정주의 논변, 공익(common good) 논변, 그리고 개인 사이 의무 논변—을 

검토한다. 이 가운데 개인 사이 의무 논변이 문제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연장이라고 논증한 후, 

봉쇄와 감시 조치 모두 일반적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게 같을 때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조치가 정당화되는지와는 별개 사안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발표는 끝으로, 특정 상황에서 발동된 특정한 조치의 최종적 정당화가능성을 판별함에

서는 특히, 해당 조치를 법적·기술적으로 제도화함에 따른 장기 위험을 각별하게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응급� 상황에서�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 정당화� 논변의� 종류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논변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화가

능한지 살펴보자. 

먼저 온정주의 논변이 있다. 응급조치가 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중대한 이해관심(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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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복지 등을 위해, 예컨대 생명 유지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가능하다는 논변이다. 자

유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책 정당화 논변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강압적 집행이나 극도로 문제가 있는 계약의 무효

화 등이 온정주의적 고려에 기대어 정당화되곤 한다. 

온정주의 논변의 우선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되는 조치가 어떻게 합당할 수 

있는지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무력화해야 하기도 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가 삶을 유지하도록 강요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 어떤 근거로 이러한 강요가 적합할 수 있는지는 철학적 논쟁 사안이며, 관련 선행 연구가 

실로 방대하게 누적되었다. 이 발표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러나 조금 다르다. 온정주의 논변

이 감염병 응급조치와 같은 조치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는지이다. 판데믹 국면에서 집

합금지나 재택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각 개인이 스스로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각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있지 않은가? 온정주의 논변만으로는 이 직관, 예를 들어 봉쇄 조치를 어기는 사람

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우려의 내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공익 논변은 해당 직관을 담아내기에,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타인에 대한 의무를 반영

하기에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이 논변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

한할 수 있다. 역시 개인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화 허들이 있는 논증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맥락은, 응급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평소 개인의 기

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보호받는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되는 자유의 종류와 성격을 두

고 본다면, 정당화 허들이 유독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현 판데믹 국면은 그러나 이 허들의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제한되는 자유도 기본권이지만, 그로써 보호하고자 하

는 것 또한 기본권, 가령 생명권이나 건강권이어서이다. 이때 봉쇄와 감시를 통해 감염자가 타인

과 접촉하는 것을 직접 막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감염되는 사람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사회 내 

의료 체계의 과부하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후자는 광범위한 보건 위기를 막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공익 논변의 또 다른 어려움은, 공익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리고 특히 감

염병이 도는 등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는 불분명한 내용 식별에 기댄 남용이나 악용, 부주의의 

위험이 높다. 그리하여 예컨대 공익에 근거해 중요한 정치적 숙의를 차단하거나, 소수자를 탄압

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등의 상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공익을 위한 조치를 함

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즉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단지 균질한 하나로서의 공익에 호소하는 형태의 공익 논변은 지나치게 

투박한 연장일 수 있다. 공익 목적 조치를 평가함에서도, 누구에게 어떤 이득과 부담이 돌아가는

지 더 세분화하여 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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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이 의무 논변은 개인 사이의 정당화가능성을 묻는 접근을 취한다. 예를 들어 “의료 체

계 과부하와 붕괴의 위험”이라는 현상을 1) 개별 의료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2) 체계 과

부하·붕괴 시 의료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각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권리 침해, 3) 체계 과부

하·붕괴를 막기 위해 봉쇄나 감시 조치 등을 감수해야 하는 각 개인이 지는 부담 등을 개별화하

여 판별하며 이들 개인이 서로에게 지는 의무를 따져보는 것이다. 개인 사이 의무 논변의 주요

한 장점은 그 논증구조상 소수자의 시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응급조치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적합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봉쇄·감시� 조치의� 일반적� 정당화가능성

개인 사이 의무 논변을 활용하여 봉쇄나 감시 조치의 일반적 또는 원칙적 정당화가능성을 논

증한다면, 우선 잠정적으로 다음 정도의 원칙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봉쇄와 감시의 정당화가능성> 국가 권력이 강압하는 봉쇄 또는 감시와 추적처럼 인권의 제

한을 수반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타인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에 중대한 손

상을 입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나에 대한 해당 조치의 강압은 

정당화가능하다.

상응하여, 방역지침으로서의 봉쇄와 감시는 다음처럼 특정 조건에서는 정당화불가능하다는, 개

인 차원 의무에 대한 잠정적 원칙도 따라 나온다. 

  <방역지침 위반의 정당화불가능성> 봉쇄와 감시의 정당화가능성이 확립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생명 또

는 건강의 손상을 위협당하는 개인들에게 그리고 (2) 이들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 인권 제

한을 감수하며 지침을 수반하는 타인에게 정당화불가능하다.

상기 두 원칙은 일종의 초안 상태이며, 정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측가능함”이

나 “특별한 사유”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어야 한다. 여러 제약으로 이 발표에서는 우선, 일반적으

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봉쇄·감시 조치의 정당화가능성과 조치 위반의 정당화불가능성이 확립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정적인� 잔여� 질문

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치가 정당화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불복하는 것이 정당화불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위험 정도와 위험 감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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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 이는 정책 결정 전반에 공통된 문제로, 경험적 검토와 해당 사회의 주요 가치와 규

범적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둘째로, 국가권력이 강압하는 봉쇄 또는 감시와 추적처럼 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방역 조치

를 하지 않고도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는, 응급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필요하다. 많은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이 지점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러한 식별을 할 수 없으니 응급 상황이지 않냐고 묻

는 것은 안일하다. 목적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따지는 것은 

전쟁 시 윤리적 판단 상황이나 국제인도법 적용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전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라면, 판데믹 국면에서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

기적 안목의 관련 제도화가 필요할 수 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바로 이러한 제도화와 관련된다. 응급조치의 법적·기술적 제도화가 가능하

거나, 필요하거나, 어찌 되었든 예측되는 맥락이라면, 해당 조치의 잔여 인권 위험까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권력의 부당한 감시 전력이 있거나, (현재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체제

처럼) 정보의 활용과 행방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범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수 감시 

조치의 잔여 인권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관련하여 철학자 아네트 짐머만(Annette 

Zimmermann)은 임무 변경(mission creep)의 개념을 판데믹 대응 조치의 영역에 적용하자는 흥

미로운 제안을 한다.2) 가령 위치추적 시스템의 임무 변경을 통해 감염병 예방 목적의 위치추적 

기술과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정당화불가능한 방식으로, 예컨대 국가권력이 (다른 정당한 목적 

없이) 권력 유지를 위하여 또는 기업이 (다른 정당한 목적 없이) 이윤 추구를 위하여 개인의 사

생활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합금

지와 같은 봉쇄 조치는 임무 변경을 통해 특정한 감염병 상황에만 적용되던 최초 상태에서 점차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임무 변경을 거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시민권 

침해를 낳을 것이다.

봉쇄·감시 조치가 일반적 또는 원칙적으로 정당화가능하다고 해도, 이 사실이 세부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선택이, 예를 들어 블루투스 기반 위치추적 시스

템과 GPS 기반 시스템 사이 선택, 정보를 중앙화하는 위치추적 시스템과 P2P 시스템 사이 선

택, 완전 봉쇄와 마스크 착용·손위생·거리두기의 의무화 사이 선택, 국경 차단과 입국자 전원의 

격리 사이 선택이 남아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선택을 할 때 상기 고려사항을 숙의와 선택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https://youtu.be/zgliDU5YI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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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down,� Surveillance,� Human� Rights:� Ethics� of�

Emergency� Measures� on� Infectious� Disease

Jiewuh� S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atement explores two big questions. First, can it be justified to restrict human 

rights in emergencies? If so, when can it be justified and why? Seco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emergency responses that entail human rights restriction, with what standards and 

evidence should we choose from? Two questions aim for ethical analysis. The evaluation 

standard is justifiability, and this standard separates itself from efficiency.

In order to give shape to the question, this statement proceeds with inference to the 

spread, morbidity and mortality of infectious disease, or more specifically, the current 

pandemic as an example (in fact, it's safe to say that current pandemic situ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To add more detail, in regards to the situation involving 

COVID-19, it deals with two types of core emergency measures used internationally. Thus, 

lockdown and surveillance measures will be at the center of this statement. The lockdown 

measure includes no gathering, stay-at-home orders, border restriction and more, whereas 

location tracking, personal information access, CCTV usage are included in the surveillance 

measure. These measures restrict the basic rights in freedom of movement and privacy. It's 

also a measure that's difficult to justify in a context that is not an emergency. However, in 

the case of pandemic 2020, almost all countries have used or are using one or more 

measures mentioned above and here it involves 'human rights developed country' like 

Western Europe.

Then, what differences are made in emergency situations? This statement examines three 

main arguments of paternalism, common good and obligation between individuals. 

Meanwhile, after demonstrating that the personal obligation argument is the perfect tool 

that fits the character for this problem, it claims that it is justifiable when all other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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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 same in a normal setting including lockdown and surveillance. There's a need to 

bear in mind that specific measure being justifiable in a specific situation should be a 

separate matter. At the end of this statement, in the case of differentiating the final possible 

justification on the specific measures activated on specific situations, the statement claims 

that it needs to particularly consider the long-term risk as this measure is legally and 

technically institutionalized.

Measures� that� restrict� human� rights� in� emergency� situations:� Type� of�

justification� argument

Through three types of arguments mentioned above, let's see if it's justifiable to take on 

measures that limit human rights in an emergency situation.

First, there's an argument about paternalism. It argues that emergency measures are 

justifiable for the interest, well-being, and welfare, for instance, to maintain a life or to 

protect one's health. It doesn't argue about policy justification that is used in the free, 

democratic society but doesn't mean that there are no other cases. For example, the 

enforcement of basic safety regulations or invalidation of contract that has extreme problem 

often become justified depending on the paternalism.

The primary difficulty of the paternalism argument is that it needs to show how the 

proceeding measure can go against one's will. In this process, one's values have to be 

neutralized.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is to strip one's freedom and force one to 

live on. When and which evidence can be appropriate for this enforcement is a matter of 

philosophical argument and the actual related preceding experiment was accumulated 

massively.

What this statement is trying to focus on is a little different. It's about whether the 

paternalism argument embodies the same goal and purpose as the infectious disease 

emergency measures. In regards to the pandemic, measures exits as not only bans on 

gatherings and work-at-home orders but as a means to prevent individuals from harming 

themselves, in order to protect them. However, at the same time, it's trying to prevent 

people from harming others. With just the paternalism argument, for example, we cannot 

fully explain the content of our concerns as we see people that do not follow the 

lockdown measure with this intuition.

The public interest argument embodies this intuition and strictly speaking, it look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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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to reflect one's obligation to others. According to this argument,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 one's freedom can partially be restricted. As expected, it's an argumentation 

structure with a bit of justification hurdle in a society that puts emphasis on one's freedom. 

To be concrete, the context that we are dealing with tells us that even the freedom of 

protection which is recognized as one's usual and basic right is restricted just because it's an 

emergency situation. If we take a look a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estricted freedom, 

it can be said that the justification hurdle is uniquely high. The current pandemic however, 

seems an impossible challenge. The restricted freedom is a basic right but it's also trying to 

protect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or right to health. On this occasion, its purpose 

is to directly stop the infected person from making contact with others and also aims to 

prevent the overload of the medical system within society by controlling the number of 

people being infected. The latter is very important to stop the vast range of the health 

crisis. 

Another difficulty in public interest argument is caused by a point that it's hard to 

exactly identify and decide about what public interest really is. The exact identification is 

possible but in the urgent emergency situation like infectious diseases and current politics, 

there's a higher chance of risks of misuse and carelessness that rely on unclear 

identification. Therefore, for instance, we can't help but to be concerned about a probable 

situation like an important political deliberation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being blocked 

or suppressing minorities and shutting off their rightful claims. If the principle which states 

that one's freedom cannot be harmed thus, maximum protection when taking measures for 

the public interest is accepted, then the public interest argument in the form of appealing to 

the public interest as a homogenous one can be an overly rough extension. It needs to be 

contemplated by fragmenting on what kind of benefit and pressure will be given to whom 

even when evaluating the public interest purpose measures.

Obligation argument between individuals takes an approach that asks the justifiability 

between individuals. For example, it needs to be distinguished by individualizing the 

phenomenon called "medical system overload and risk of collapse" into 1) Risk that can 

happen to individual medical staffs 2) Violation of rights that each individual who cannot 

get access to the medical system can experience when the system overload·collapse 3) Each 

individual's pressure of enduring the lockdown or surveillance measures to prevent the 

system from overload·collapse. This is to distinguish the obligations that each individual 

have for each other. The main advantage of the obligation argument of individuals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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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 of minorities shows more clearly with that structure of argumentation. It seems 

that emergency measures are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in a situation that restricts 

one's basic rights. 

General� justifiability� on� lockdown·surveillance� measures

If we were to argue about the general or principle justifiability of lockdown or 

surveillance measures by using obligation argument between individuals, first it might 

temporarily be possible to reach the following principle.

<Justifiability of lockdown and surveillance> When the lockdown that is pressured by the 

state power or the quarantine measures that involve the restriction of human rights like 

surveillance and tracking are not taken and if losing lives of (many) others or having 

crucial damages in health is predictable, the pressure of measures about oneself while this 

situation occurs can be justifiable.

Correspondingly, there's a temporary principle about one's obligation that says the 

lockdown and surveillance as quarantine guidelines cannot be justified in the following 

special conditions.

<Impossibility of justifying the violation of quarantine guidelines> If the situation allows 

for justifiability on lockdown and surveillance, violating the quarantine guidelines while the 

situation continues (without any special exception) is not justifiable to 1) individuals who 

are threatened of their lives or possible damage on their health and 2) others that 

accompany the guidelines by risking their temporary human right restriction in order to 

protect those individuals.

The two principles mentioned above are in the form of a draft and need refinement. In 

that process, ideas like "prediction possibility" or "special reason" need to be more 

materialized. With various limitations, in this statement, first, generally and in principle, 

emphasizes that justifiability on lockdown·surveillance measure and impossible justification 

on the violation of measures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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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remaining� questions

To finish off, this statement tries to emphasize on few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judging whether if a specific measure is justifiable in a specific situation, and whether if it 

is not justifiable to disobey it.

First, there's an issue of how to judge the level of danger and degree of taking risks at 

the policy level in an uncertain situation. This is a common issue on overall political 

decisions that needs to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experimental review, the main value 

of the relevant society, and the normative principle.

Secondly, like the lockdown pressured by the state power or the surveillance and 

tracking, sufficient prior review about whether the threat of life and health can be dealt 

with without having to take quarantine measures can be difficult in the emergencies but it 

is necessary. In many cases, it will be determined whether if a specific measure is justifiable 

in a specific situation. Since this cannot be identified, it is common to ask if it's an 

emergency. By arguing about the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f the goal of the measure, it 

is very common in ethical decision-making that during war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situation. If it can be applied during wartime, it should be 

applicable to the pandemic as well. For this, relevant institutionalization of a long-term 

perspective might be necessary. 

The third consideration is related to this kind of institutionalization. If it's a predictable 

context like the possibility or necessity of legal·technical institutionalization of emergency 

measures, the remaining human rights risk of the applicable measure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instance, if there's an unfair surveillance history done by the state power 

(like Korea's current system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method), or when there's a lack of 

explicitly detailed legal standards about the usage and information whereabouts, the 

remaining human rights risk of the majority surveillance measure will increase. In relation to 

this, the philosopher Annette Zimmeramnn makes an interesting suggestion about applying 

the mission creep idea to the field of pandemic response measures.1) Supposedly, with a 

method that is impossible to justify the location tracking technology and system with a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purpose through mission creep of the location tracking system, 

or instance, if the state power creates a situation where it daily invades one's privacy to 

maintain its power (without any justifiable purpose) or an industry (without any justifiable 

purpose) for its profit-seeking, should be found in advance and be prevented. Likewise, the 

ban on gathering and the same lockdown measure can go through a change of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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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ther types of mission change from the first stage applied only in the specific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to various situations and contexts and this will result in the 

unfair invasion of civil rights.

Although the lockdown·surveillance measure is justifiable in general or in principle, this 

fact cannot replace the detailed judgment. In detail, there are still numerous choices left, for 

example, a choice between a Bluetooth based location tracking system and a GPS based 

system, choices between a location tracking system that centralizes information and a P2P 

system, and choices between closing down borders and quarantining visitors. When making 

these kinds of detailed choices one should apply the deliberation and choice procedures 

consider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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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시기에서의�삶의�형태

Nakajima� Takahiro(도쿄대학교� 교수)

개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어 가고 사회 분열 현상 또한 심각해 지고 있다. 어

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인간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필자는 “삶의 형

식” (Giorgio Agamben)과 “인간의 예(禮)”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명정치

(bio-politics)’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발상이다. 인간의 유대를 회복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기독교나 유가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문제는 비단 의학적, 공중보건적 생존이나 경제적 배분,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근간에 자리한 삶의 군상이나 형식에 대하여 묻는 것은 아닐까? 

전형적인 사례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사람과 접해서는 안 된다. 남도 나도 모두 

‘잠재적 감염자’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결함’이 더해지니 더욱 가관이다. 더러운 남과 

나, 혹시 나도 감연된 것은 아닌지 고리 안에 갇히게 된다. 남과 접해서는 안 되며 내 얼굴을 

만지게 해서도 안 된다. 남이 내 몸에 손을 대다니 당치도 않다. “나를 만지지 말라” 

“놀리 메 텐게레” (Noli me tangere, 나를 만지지 말라) 부활한 예수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건넨 말이다. 어원인 그리스어 “메 모우 하포토우” (mē mou haptou, Μή μου ἅπτου))

와 문맥을 생각하면, 이는 “놀리 메 테네레” (noli me tenere) 즉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올라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장면을 묘사한 회화가 여러 점 존

재하는 바, 이를 보고 있노라면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는 실로 격렬한 직접성과 그 차단성이 교

차한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한국의 교회나 이스라엘의 유대교 정통파 집회에서 감염이 확산되었

던 사실이 뇌리에 생생하다. “Religion”의 어원에는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중 ‘다시 이어지다’ 

‘계속해서 이어지다’의 뜻을 염두에 두면 인간과 인간을 잇는 데서 시작되는 종교성이 커다란 위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자(死者)의� 매장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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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葬禮)는 논의의 중요한 초점이다. 미국의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체가 쌓여가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라고 한다. 게다가 장례라고 해도 시신

을 만질 수도 없고 고인과의 이별을 위한 모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이 좀 지났나 보다. 

철학자 친구가 세상을 떴을 때, 처음 직장(直葬)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는데, 병원에서 바로 화

장터로 옮겨 태우는 것이다. 관 위에 고인을 위한 꽃을 바치고 몇 명이 모여 함께 비는 정도였

다. 당시 무척이나 동요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한 직장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그

저 보통의 일이 될 수도 있다. 망자의 시신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죽음은 일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나(周縁化) 이제는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조차 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가 끊임없이 캐물어 온 핵심적 문제는 역설적이기는 하나 이 코로나 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된지도 모른다. 바로 ‘접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직접적으

로 접한다는 것인가? 유독 신체와 관련이 있는데 쉬 다치고, 쉬 망가지는 몸뚱이를 통해 무언가

를 진정으로 접한다는 게 무엇일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상 숭배를 금해 왔다. 성스러운 존재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

러나 만약 접할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어떠한 길을 지나쳐 오면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겠는가? 

직접성에 대한 욕망이 로망으로 화하는 것을 잘 기억한다. 가령 다른 이나 무엇인가 융즉(融
卽, participation)하고자 하는 꿈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일체화’가 아닌, 무

언가 직접 접하는 본질적인 경험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몸뚱이 안에 

개재하는 우리는 접할 수 없는 한계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일체의 매개 없이 이를 접하고

자 해도 어색한 몸뚱이 빗겨가고 엇갈리며 뒤쳐진다. 그렇기에 신체에 대한 다양한 의례(儀禮)

와 기법이 발명되어 실천되어 온 것이리라. 몸뚱이를 매개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고자 

한 것이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만지겠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라는 개념과 이를 표현한 회화를 보면서 장 뤽 낭시(Jean Luc Nancy)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붙들지 말라”란 이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떨어져라, 나를 만지려만 제대로 만져라, 

전유하려고 하지 말고, 동일화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애무하고 나를 만지지 말라” 

(장 뤽 낭시 『나를 만지지 마라』 오기노 아쓰시 역, 미래사, 2006년, 70 쪽)

낭시가 볼 때 기독교야말로 ‘만지는 종교”(동 25쪽)이며 ‘신체만이 만지거나 만지지 않거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그럴 수가 없다」(동 67-68쪽). 보이는 정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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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접하는 신체는 뒤로 물러남으로써 직접적으로 만지고자 함이다. 정신이 목표로 하는 

직접성과는 다른 신체적 직접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고독의 

바닥으로 가라 앉는다. 뚫어져라 화면을 쳐다보고 온라인으로 이어진다고는 하나 그럴수록 고독

은 깊어지리라. ‘보는 것’이 과잉인 시대에 정신은 점점 순수해지고 스스로의 안에 자신을 가두

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체를 통해 접하는 것, 직접적으로 접하기를 갈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만지기 위해서는 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를 

통한 경험의 근본적 변모가 필요하다. 코로나를 통해 밝혀진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과잉 소

비로 인해 피폐해져 있는지 하는 점이다. 심플한 삶에서 멀어져 신체를 방치해 온 과오에 대한 

복수와도 같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화두는 ‘건강’과 ‘위생’이지 신체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혹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비윤리적 과잉 소비나 건강, 위생으로 강화된 인간중

심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개념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우리

는 여기에 신체 경험의 근본적 변모를 고하고자 함이라. 나아가 이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만지겠노라’라는 두 가지의 다른 목소리를 동시에 묻는 데서 출발한다. 

아감벤은� 만진다

코로나를 둘러싸고 대립한 이는 바로 낭시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었다. 비상사

태,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을뿐더러 사자를 애도하는 중차대한 인간관

계를 파괴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삶의 형식”만을 강요한다고 통렬히 비판하는 것

이다. 

자신의 삶이 순전한 생물학적 방식으로 퇴화되고 사회적,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애정적 차원의 모든 것을 상실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

다. 영속적 긴급사태를 살아가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일 수 없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사실

상 ‘보안상의 이유’라는 미명 하에 자유를 희생한 사회, 그렇기에 영속적 공포상태·보안불능상태

에서 살아가도록 스스로 단죄한 사회이다. 

(조르조 아감벤 「설명」, 『現代 思想』 2020년 5 월호 긴급 특집=감염/팬데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다, Kindle 위치 No. 406-411)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생명정치”(bio-politics) 비판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계승한 아

감벤이라면 사회적, 정치적 차원과 인간적, 애정적 차원에 가득 찬 삶으로부터 오롯이 생존만의 

‘벌거벗겨진 삶’으로 사람들이 퇴화되는 것은 “생명권력”의 진정한 바라는 바가 아닌가. 장 뤽 

낭시는 이를 비판해 왔다. 지금의 정치권력이 보여주는(體現) 것은 “생명권력”이 아니다. 정치권

력은 ‘예외화된 가련한 집행자에 불과하다’ (장 뤽 낭시 「바이러스성의 예외화」, 『現代 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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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 2020년 5월호 긴급 특집=감염/팬데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다, Kindle 위치 No. 

143-147).

그럼에도 아감벤은 “생명권력”을 넘어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삶의 형식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래할� 삶의� 형식

아감벤은 삶의 형식으로 옛 수도원 규칙을 언급한다. (조르조 아감벤 『극빈: 수도원 규칙과 

삶의 형태』, 가미무라 다다오와 오타 아야코 역, 미스즈쇼보, 2014년). “극빈”을 추구하는 삶의 

형식은 그 후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삶의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마이클 푸엣

(Michael Puett, Christine Gross-Lob, 『THE PATH: 세상을 바라보는 혁신적 생각 - 하버드

의 미래 지성을 사로잡은 동양철학의 위대한 가르침』, 구마가이 준코 역, 하야카와쇼보, 2016

년)처럼 중국의 ‘예’(禮) 개념을 재정의해 감정에 근거해 감정을 도야(陶冶)하는 의식적(ritual) 

삶의 형식으로 살아가는 의의에 대해 논하는 자도 있다. 

이는 모두 감정을 관통해 신체를 통하여 그 생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동물에 정위(定位, 

Orientierung)하는 보편적 ‘삶의 형식’을 축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형식은 일찍이 일본에서

도 도우겐(道元, 1200년 ~1253년)이 선사(禪寺)의 규칙(가령 청규(淸規, 역주; 계율을 지키고 

몸가짐이 깨끗한 중승)을 통해 열고자 했다. 이는 사적인 것을 그대로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적인 것이 삶의 형식을 통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를 ‘개인적인 것의 성립’이라 논하

고자 한다. 아간벤과 비교해 논한다면 ‘발가벗겨진 욕망’에 정위하는 사적인 것에 비하여 개인적

인 것이 더욱 사회적이며 공감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필자는 그 개인적인 모습을 Human Co-becoming 즉 ‘다른 이와 함께 인간되기’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Human Being(인간되기)이라는 존재자로서 인간을 파악하는 접근과는 다르다. 후자

는 주체, 주권, 소유권 등 지나치게 근대적 개념에 속박되어 인간중심주의를 뒷받침해 왔다.

인간은 그대로 두어서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즉 다른 이와 함께 더불어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 이후 “인”(仁)이라는 새로운 개념 하에서 인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왔다. 

有朋而自遠方來 不亦樂乎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 첫머리의 문장이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러한 연대가 필요하다. ‘우애로서의 연대’가 갖는 현대적 모습이 바로 팬

데믹 데모크라시(Pandemic Democracy)라 하겠다. 

◈� 참고문헌

⦁나카지마 다카시로 「팬데믹 데모크라시」, 지쿠마쇼보 편집부 『コロナ後の世界　いま、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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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地点から考える』 (가역 : 포스트 코로나 세계, 지금 이 지점에서 생각한다), 지쿠마쇼보, 

2020년 9월, 273-295쪽

⦁나카지마 다카시로 「わたしに触れるな、わたしは触れる」(가역 :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만지겠노라), 미래철학연구소 “코로나 설문조사”, https://miraitetsugaku.com/page-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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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厄のなかの⽣の形式

Nakajima� Takahiro(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概要

コロナウイルスの災厄の中、人々は孤立化を深め、社会の分断はより深まっているように見え

る。この危機を乗り越えて、いかにしてもう一度人間的な価値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のか。

ここでは「生の形式」（ジョルジョ·アガンベン）や「礼」という考え方に注目する。それは、生政治
に陥ることなく、「生」を豊かにするような考え方である。人と人とが再び繋がるためには、何ら

かの形式が必要であり、それがキリスト教の伝統や儒家の伝統に同様に認められるのである。

わたしに触れるな

コロナ禍が突きつけているのは、医学的、公衆衛生的な生存や経済的な配分や補償といった問題
だけではない。むしろ、その根底にある人間の生のあり方や生の形式を問うているように見える。

典型的なのは、「隔離」や「社会的距離」ということだ。人に触れてはいけない。なぜなら、他人
もわたしも「潜在的な」感染者かもしれないからだ。ここに「清潔さ」が重なってくると、より厄介
なことになり、汚い他人と清潔なわたし、さらには自分自身もひょっとして汚れているのではな

いかというループが駆動してしまう。人に触れてはいけないし、自分の顔にも触れてはいけない

。他人がわたしに触れるのはもってのほかである。「わたしに触れるな」。

「わたしに触れるな（ノリ·メ·タンゲレ）」。これは復活したイエスがマグダラのマリアにかけた

言葉だ。元のギリシア語（メー·ムゥ·ハプトゥ）と文脈を考えると、それはノリ·メ·テネーレつ

まり「わたしにこれ以上しがみつかず、父である神のもとに行かせてくれ」という意味でもあるそ

うだ。この場面を描いた絵画はいくつもあるが、それを見ると、イエスとマリアの間には実に激
しい直接性とその切断が交叉している。

それに対して、今わたしたちはどう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韓国の教会やイスラエルのユダヤ

教正統派の集会において感染が一挙に広がったことはまだ記憶に新しい。Religionの語源に関
しては諸説あるが、そのひとつである「再び繋ぐ」「繰り返し繋ぐ」という意味を念頭に置くなら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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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と人とを繋ぐことで担保される宗教性が大きな危機を迎えたことになる。

死者を葬ることと宗教

議論の重要な焦点は葬儀である。アメリカの介護施設で、コロナウィルスに感染したかもし

れない遺体が、葬儀ができないために積み重ねられているという。しかも、葬儀といっても遺骸
に触れることもできず、故人との別れに集うことも制限されている。しばらく前になるが、友人
の哲学者が亡くなった際に、はじめて直葬というものを経験した。病院から直接火葬場に送ら

れて、焼かれるのだ。手向けるために持参していた花を棺の上に置き、何人かと一緒に祈るの

がせいぜいであった。激しく動揺してしまったことを今でも思い出す。その直葬がこのコロナ禍
においては通常になりかねないのだ。亡骸は処理すべき死体であって、触れてはならない。ずい

ぶん前から死は日常から周縁化され、十分に見えないものとなっていたのだが、今やその最後
の瞬間においてすら、触れ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きたのだ。

そうだとすると、宗教が問い抜こうとしてきた核心的な問題が、逆説的ではあるが、このコロ

ナ禍において明らかになってきたのかもしれない。それは「触れる」ことである。いったい何かに

触れる、直に触れる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それはすぐれて身体に関わるのだが、傷つ

きやすく壊れやすい身体を通じて、何かに本当に触れる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なのだろうか。

多くの宗教が偶像崇拝を禁止してきた。聖なるものは不可視であるはずだからだ。しかし、

もしそれは触れることができるとしたらどうだろうか。なんらかの道を通ることによって、何か

に直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としたらどうだろうか。

直接性への欲望がしばしばロマン化されてきたことを忘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たとえば、他
者や何かと融即したいという夢はその典型的なものであろう。しかし、ここで考えなければなら

ないのは、一体化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何かに直に触れるという経験のあり方である。いか

なる親密な関係にあっても、身体に生きるわたしたちは、触れることのできない限界にたえずつ

きまとわれている。一切の媒介なしにそれに触れようとしても、ぎこちない身体は逸らし、ずら

し、遅れていく。だからこそ、身体に対する様々な儀礼や技法が発明され、実践され続けてき

たのだろう。それらは身体を媒介ならざるものに変容させようとしてきたのだ。

わたしに触れるな、わたしは触れる

「わたしに触れるな」という概念とそれを表現した絵画に触れながら、ジャン＝リュック·ナンシ

ーはこう述べ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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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を引き留めるな」とは、このように言うことでもある。「引き退いた、真の＜触＞で私に触
れよ、固有化も同一化もしない＜触＞で」。私を愛撫せよ、私に触れるな。（ジャン＝リュ

ック·ナンシー『私に触れるな』、荻野厚志訳、未来社、２００６年、７０頁）

ナンシーにとって、キリスト教こそ「触れることの宗教」（同、２５頁）であり、「身体のみが触
れるか触れないかできるのだから。精神にはこのようなことは何もできない」（同、６７∼６８頁）

。視る精神が前へ進むのとは異なり、触れる身体は引き下がることで、直に触れようとする。

精神が目指す直接性とは異なる、身体的な直接性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コロナ禍の中で、わたしたちは様々な社会的関係から切断され、場合によっては、孤独
の底に沈んでいく。画面を覗き込み、オンラインで繋がっていけば繋がっていくほど、孤独は深
まることだろう。視ることの過剰の中で、精神はますます純粋化し、自らの中に閉じこもってい

くからだ。だからこそ、わたしたちは身体を通じて触れること、直に触れることを渇望すること

になるのだ。

それでも、何かに直に触れるためには、触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身体を通じた

経験の根底的な変容が必要なのだろう。コロナ禍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たのは、どれだけわたし

たちの生が過剰消費によって貧しくなっていたかということである。シンプルな生から遠ざかり

、身体を置き去りにしてきたことに対して、しっぺ返しをくらっているかのようである。ところ

が、現在進んでいるのは健康化と衛生化であって、身体を回復することではない。

もしわたしたちが今何かを開こうとするのであれば、非倫理的な過剰消費や健康化と衛生化
によって強化された人間中心主義への批判を通じて、人と何かとを繋ぎ直す概念を検討し直す

ことによってであろう。それは、わたしたちに身体における経験の根底的な変容を告げるはずで

ある。そして、それは「わたしに触れるな、わたしは触れる」という二つの声を、同時に聞くこと

から出発するほかない。

アガンベンは触れる

このナンシーとコロナをめぐって対立したのがジョルジョ·アガンベンであった。非常事態であ

るとか安全の名のもとに、人々から自由を奪うばかりか、死者を弔うことを含む重要な人間関
係を破壊し、人間に生存するという生の形式しか考えさせないようにしたと厳しく批判するの

である。

自分の生が純然たる生物学的なありかたへと縮減され、社会的·政治的な次元のみなら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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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的·情愛的な次元のすべてを失った、ということに彼らは気づいていないのではない

かと思えるほどである。永続する緊急事態において生きる社会は、自由な社会ではありえ

ない。私たちが生きているのは事実上、「セキュリティ上の理由」と言われているもののため

に自由を犠牲にした社会、それゆえ、永続する恐怖状態·セキュリティ不全状態において生き

るよう自らを断罪した社会である。(ジョルジョ·アガンベン「説明」、『現代思想』2020年5月号　

緊急特集＝感染／パンデミッ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から考える　Kindle� の位置No.406-411)

ミシェル·フーコーの「生政治」批判を独自の仕方で継承してきたアガンベンであれば、社会的
·政治的な次元と人間的·情愛的な次元を湛えた生から、生存のみの「剥き出しの生」に人々を縮
減していくのは、「生権力」のまさに望んだことということになる。これに対しては、ジャン＝リ

ュック·ナンシーによって批判がなされた。それは、現在の政治権力が体現しているのは「生権
力」ではない。政治権力は「例外化の哀れな執行者にすぎない」（ジャン＝リュック·ナンシー「ウ

ィルス性の例外化」、『現代思想』2020年5月号　 緊急特集＝感染／パンデミック新型コロナウ�

イルスから考える　Kindle� の位置No.143-147)。

それでもアガンベンは、「生権力」を超えてあくまでも人間に触れようとするのである。そのた

めには、生の形式をもう一度やり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

来るべき生の形式

アガンベンは、生の形式として、かつての修道院規則に言及していた（ジョルジョ·アガンベ

ン『いと高き貧しさ——修道院規則と生の形式』、上村忠男·太田綾子訳、みすず書房、２０１４

年）。「いと高き貧しさ」を追求する生の形式は、その後の所有権を中心とした生の形式とはま

ったく異なるものだ。また、マイケル·ピュエット（マイケル� ピュエット＆クリスティーン� グロス�

＝ロー『ハーバードの人生が変わる東洋哲学　 悩めるエリートを熱狂させた超人気講義』、熊谷 
淳子訳、早川書房、２０１６年）のように、中国の「礼」という概念を再定義し、感情に基づき

感情を陶冶するリチュアルを生の形式として生きることの意義を示している人もいる。

それはどちらも、感情に貫かれ、身体を通じてその生を生きる、人間という動物に定位した

普遍的な生の形式を言祝ぐものだ。こうした生の形式は、日本でも道元がその禅寺の規則（た

とえば清規など）を通じて開こうとしたものでもある。それは、プライベートなものをそのまま

に拡張することではない。プライベートなものが生の形式を通じて変容することが必要なのだ。

それをひとまずパーソナルなものの成立だと考えてみたい。アガンベンと類比的に言うならば、

剥き出しの欲望に定位するプライベートなものに対して、パーソナルなものはより社会的であり

共感的なあり方を示している。

わたしはそのパーソナルなあり方をHuman� Co-becomingすなわち「他者とともに人間的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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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り方として考えようとしている。それはHuman� Beingという、存在者として人間を捉えるアプロ�

ーチとは異なるものだ。後者は、主体、主権、所有権といった近代的な概念系にあまりにも囚われ

ており、人間中心主義を支えてきたものである。

人間は放っておいても人間的になるわけではない。それは他者とともに人間的になっていくほかは

ないのだ。そして、これは孔子以降、「仁」という新しい概念のもとで、繰り返し問われてきたことに

ほかならない。

「朋あり遠方より来る、また楽しからずや」。再び『論語』冒頭の言葉に立ち返ろう。コロナウィルス

のパンデミックにおいてこそ、わたしたちはこうした連帯が必要なのだ。パンデミック·デモクラシー
は友愛としての連帯の現代的なあり方なのである。

◈�参考文献
⦁中島隆博「パンデミック·デモクラシー」、筑摩書房編集部『コロナ後の世界いま、この地点から考え

る』、筑摩書房、２０２０年９月、２７３—２９５頁
⦁中島隆博「わたしに触れるな、わたしは触れる」、未来哲学研究所「コロナ禍アンケート」、

https://miraitetsugaku.com/page-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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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공존의� 조건

Conditions� of� Diversity� and� Mutual� Existence

우리는� 제각기�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생물학적으로� 부여되는� 성별이나� 나이,� 인종에�

따른� 집단일� 수도� 있고,� 개인적� 지향을� 반영한� 정치나� 종교집단일수도� 있다.� 다양성과� 공존이� 건

강한� 생태계의� 기본� 요건이듯우리� 사회도�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상생할� 때� 더욱� 큰�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여러� 집단은� 다양성과� 공존� 대신� 혐오

와� 차별로� 서로를� 배제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무엇이� 우리� 사회의� 다양

성과� 공존을� 가로막고� 있는지� 성찰하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모색한다.

We� belong� to� certain� groups� as� we� live� our� lives:� they� can� be� groups� based� on�

gender,� age,� or� race,� which� are� biologically� given.� Sometimes,� we� belong� to� a�

school� of� politics� or� a� certain� religion.� As� diversity� and� co-existence� are� the� basic�

elements� of� a� healthy� ecosystem,� our� society� can� perform� better� when� various�

groups� mutually� exist.� However,� when� looking� at� the� groups� that� compose� Korea�

in� 2020,� we� see� that� these� groups� exclude� each� other� with� hatred� and�

discrimination� instead� of� diversity� and� co-existence,�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isolation.� This� session� is� designed� to� review� what� stops� diversity� and� co-existence�

in� our� society� that� have� shown� to� be� the� most� acute� cause� of� conflict,� andseeks�

measures� towards� a� way� to� embrace� mutual� existence� beyond� hatred� a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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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혐오와�차별을�넘어서:� 공존을�위한�과제1)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Ⅰ.� 들어가며�

혐오와 차별은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이 최근에 갑

자기 생긴 현상은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개인의 사회경제

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혐오와 차별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은 

사회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확산되며,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의 유행과 같이 사회가 급격한 위

기 국면에 접어 들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질

수록 사람들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2020년 팬데믹은 그런 점에서 혐오와 차별에 가장 매우 취약한 상황을 야기하

고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

다. 아래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 양상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를 가늠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혐오와� 차별

혐오(嫌惡, hate)의 일상적인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뜻한다. 대개는 거부감이 들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혐오식품, 혐오시설 등의 

용례에서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현상으로서의 ‘혐오’의 내용들은 개인

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인식된다. 어느 한 개인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감

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집단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뜻한다. 혐오

는 쉽게 확산되어 여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때로는 세대를 

1) 이 글은 2020년 10월 16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전문가회의>에서도 일부 발표된 바 있으며, II는 홍
성수,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권 2호, 충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9, 191-228쪽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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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전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며, 사회에서 학습되거나 이데올로기화된 태도나 인식

이라는 점에서 사회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혐오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혐오는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뜻한다. 영어에서도 hate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매

우 싫어하는 것(dislike)을 뜻하지만, hatemonger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혐오(hate)하도록 부추

기는 사람, 또는 특히 소수자 집단을 향해 적대와 편견을 조장하는 사람을 뜻한다.

오늘날 혐오가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원인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불평등 구조가 악화되

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개인의 위치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시기심이나 

열등감, 불만, 우울, 공포 등의 상태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나 권력자들에게 

저항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손쉬운 상대를 골라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가 생

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수자 혐오의 중요한 배경이다. 집단 정체성이나 획일주의 성향이 강

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이렇게 소수자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가 더욱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선동가나 대중매체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대중들을 현혹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등장하게 되면, 혐오의 문제가 더욱 극단

화될 수 있다. 

혐오가 말이나 글로 표출되면 혐오표현(hate speech)2)이 되고, 혐오표현은 다시 차별(discrimination)

과 증오범죄(hate crime)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살해(genocide)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지기도 한다.

Ⅲ.� 감염병과� 혐오의� 확산

혐오는 사회경제적 위기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편견에 불과했던 혐오의 감정들이 사회경제적 위기로 취약해진 개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다. 경제불황이나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좁은 의미의 경제적 위기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서서히 혐오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전쟁,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 각종 감염

병의 확산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혐오에 취약하게 만든다. 1차 세계대전 패배와 경제

공황으로 실의에 빠진 독일인들이 유대인, 장애인,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학

살하는데 가담하거나 동조 또는 묵인했던 홀로코스트가 위기가 혐오로 이어지는 사례의 원형이

나 다른 없다. 해방 국면의 극단적 좌우대립(예: 제주 4.3사건)이나 한국전쟁에서의 무력충돌 내

2) 혐오표현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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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민간인 학살 사례들, 이주자/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던 1918년 스페인독감 사례, 조

선인 학살로 이어졌던 1923년 관동대지진 사례, 일본내 조선인 혐오와 혐한정서를 악화시켰던 

2011년 동일본대지진 사례 등 이미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Ⅳ.� 코로나� 시대� 혐오에� 대한� 대응과� 과제

팬데믹의 상황이 혐오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실제로 코

로나 확산 초기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국인과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무슬

림 등 평소에도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았던 다른 집단에게도 혐오가 번져 나갔다. 

국제사회도 빠르게 대응했다.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에서는 “평등, 

비차별, 포용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다”3)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COVID-19 지침>에서도 코로나 피해를 막는 정책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감염병이나 재난은 그 피해가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에게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단

히 중요하다.4) 실제로 노인, 기저질환자, 장애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소수 인종, 소

수 민족, 소수 종교인,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 국내실향민, 선주민, 시설에 수용된 사람, 수감자, 

구금자, 성소수자 등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종, 피

부색, 성별,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정치 혹은 기타 의견, 국가, 민족, 사회적 출신, 재

산, 장애, 출생정보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되

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자 집단은 재난의 집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낙인과 혐오로 인해 또 한번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COVID-19 지침>5)은 이러한 낙인과 혐오의 문제

에 특히 주목하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유력 인사들이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혐

오표현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6) 유엔에서는 아예 코

로나와 혐오표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7)

3) UN, Policy Brief on COVID-19 and Human Rights (23 April 2020).

4) OHCHR, Emergency Measures and COVID-19 Guidance (15 April 2020).

5) OHCHR, COVID-19 Guidance (27 April 2020).

6) UN, Secretary-General Denounces ‘Tsunami’ of Xenophobia Unleashed amid COVID-19, Calling for 
All-Out Effort against Hate Speech (2020). 

7) United Nations Guidance Note on Addressing and Countering COVID-19 related Hate Speech.



학술세션 2
다양성과 공존의 조건

113

한국에서도 중국인, 조선족, 대구시민, 신천지, 확진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혐오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대통령, 

국무총리,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나서서 혐오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의 혐오가 극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혐오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실

제로 중국인 혐오는 중국 내 확진자와 중국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으나, 

지난 6월 초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 쉼터 거주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조선족 

자체가 바이러스이자 공공의 적”이라는 식의 혐오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확진자에 대한 과

도한 낙인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연쇄 감염으로 인해 이번에

는 기독교 혐오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주자,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혐오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혐오의 확산에 더욱 

취약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처럼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혐오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혐오와 차별이 있

는 곳은 감염병에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 평등의 정신을 확

고하게 자리잡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역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사회

적 합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코로나라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더 포용적인 사

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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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the� Era� of�

COVID-19:� A� Task� for� Mutual-Existence
1)

Sung� Soo� Ho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1.� Foreword

Hate and discrimination are emerging as one of today’s most central issues that exist 

within society. Hate and discrimination are not recent creations, but have become 

exacerbated after the 1990’s when the West’s welfare states faced a crisis and individual’s 

socioeconomic foothold became precarious. Hate and discrimination are exacerbated during 

times of socio-economic crisis and tends to spread even faster during times of social strife 

such as during wars, natural disasters, and epidemics. This is as result of society’s and 

those powers that affect it’s urge to scapegoat vulnerable individuals and groups, to blame 

them for all the wrongs. At present, globally, hate speech and hate crimes are increasingly 

being reported, and Korea is no exception to this. Hence, this presentation will include 

Korean case studies as seen below, and propose what action is necessary to respond against 

the spread of hate and discrimination.

2.� Hate� and� Discrimination

The everyday meaning of the word ‘hate’ means to dislike and detest. Mostly, it refers to 

the emotion whereby one rejects a particular person or group of people or thing with a 

feeling of disdain and does not want to be in close proximity to said thing or person. For 

example, people in a community may hate the location of a prison nearby their homes or 

1) This article was published in part at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on October 16, 
2020, Part II is a summary of pages 191-228 of "How will you respond to hatred?: Laws and 
Policies on Hate", Hong Sung-soo, and "Law Studies", Volume 30, No.2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Law.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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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ste of an unpleasant meal. Recently, however, the meaning of hate seems to have 

transcended the arena of individual preference and evolved into a social problem. It is no 

longer a specific and extraordinary emotion of an individual; rather, it has become a 

prevalent, systemic and historical social phenomenon. Hate spreads easily and can be deep 

rooted in the hearts of the masses. It can be passed on across generations, and thus history 

plays a key role in its current status. It can be learned or ideologized in attitudes and 

recognition, making it systemic. Moreover, this phenomenon is closely related to 

discrimination. Therefore, hatred is not the mere dislike of an individual target, but is now 

ever-increasingly an exclusive and negative attitude towards a minority group. In English, 

hate means to dislike extremely, with the word hatemonger referring to a person who 

stokes hatred against another person or group, especially someone who antagonizes and 

perpetuates prejudices against a minority group.

There are many theories as to why hate is on the rise. The first reason being as result of 

economic reasons. Modern society has exacerbated inequalities and weakened job security, 

exposing the individual to more and more risk. These individuals are vulnerable to  

inferiority complexes, discontent, depression, and fear. While these people suffer from such 

malaise, it may seem easier to choose a vulnerable group to blame, rather than butting 

heads with the majority of society or those in power. This is the key backdrop of hatred 

towards minorities. Socioculturally, in groups with strong identities or uniformity, hate can 

spread even more quickly. Add to this, a hatemonger who distributes fake news or false 

accusations may lead the rest of the population on, with politicians who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exacerbating the problem.

When hate is expressed in words or through reading material, it is hate speech.2) Hate 

speech then can lead to discrimination or hate crimes, and in extreme cases, genocide.

3.� The� Pandemic� and� the� Spread� of� Hate

Hate is exacerbated during socioeconomic crises. Personal feelings or minor prejudices 

become full-blown hatred, with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being especially susceptible 

to it. Economic recessions and precarious job security due to low economic growth creates 

an environment that enhances the presence of hatred, but this occurs more slowly when 

2) Refer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of Korea’s Hate Speech Report, 2019 for further explanation on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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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extreme cases of social strife such as is the case with war, natural disasters 

e.g. earthquakes or volcanic eruptions or  epidemics. The Germans who were defeated in 

World War I, for example, were additionally saddled with an economic recession. They 

then went on to become the perpetrators of the holocaust, in which they actively aided or 

kept silent about the mass killings of Jews, the disabled, and ethnic and sexual minorities. 

In Korea, during the chaos that ensued independence from Japan, extreme violence (ex. The 

Jeju 4.3 Massacre) between ‘the reds’ and ‘the whites’ took place, which led to armed 

clashes during the Korean War as well as civilian massacres. The list goes on of cases 

whereby violence results from hardship and uncertainty, including during the 1918 Spanish 

Flu epidemic, the 1923 Great Kanto earthquake, the 2011 East Japan Earthquake, which 

exacerbated Japanese animus against Koreans residing in Japan.

4.� Responding� to� Hate� in� the� Era� of� COVID,� and� its� Challenges

That a pandemic would exacerbate hate was a foregone conclusion. In fact, during the 

early months of COVID, hatred against Chinese and Asian people spiked in the US and in 

Europe. It also spread out to other groups such as Muslims that had already been suffering 

fro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e global society acted fast. “Core issues to tackle during this pandemic include equality, 

non-discrimination, and inclusiveness,3)” according to the UN Policy Brief on COVID-19 

and Human Rights. The UN OHCHR also emphasized in the Covid-19  Guidance that not 

a single person must be left behind. The effect of epidemics or natural disasters may be 

limited to the most vulner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ticipate and respond 

proactively to minimize damages.4) Those vulnerable people include the elderly, those with 

underlying conditions, the disabled,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ethnic and racial 

minorities, religious minorities, refugees, stateless persons, displaced persons, indigenous 

persons, institutionalized persons, the incarcerated or detained, and sexual minorities. The 

social minorities, depending on race, skin color, gender, language, religion, sexual preference, 

sexual orienta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s, nationalities, social class, wealth, disability, 

birth information, etc., are more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during times of crisis.

These minorities are vulnerable both to the crisis and to stigma and hate. The UN 

3) UN, Policy Brief on COVID-19 and Human Rights (23 April 2020).

4) OHCHR, Emergency Measures and COVID-19 Guidance (15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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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s COVID-19 Guidance5) focuses especially on this and emphasizes that political 

leaders and social elders must take active measures to defuse such hate. The UN Secretary 

General’s message in May which expressed concern over hate speech during the spread of 

COVID-196) was issued in just such a context. Moreover, the UN has even issued guidance 

on how to address and counter COVID-19 related hate speech.7)

In Korea, hatred was directed towards Chinese nationals, Chinese Ethnic Koreans, Daegu 

citizens, Sinchonji followers, people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and minorities 

within the LGBT community. However, civil society was staunch in issuing the message that 

hatred cannot be a valid response to the virus.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politicians, 

local government leaders, and quarantine officials all joined in condemning hate. This 

created an important backstop against hatred spilling over to extremes.

However, as the end of the pandemic is far from sight, hate may crop back up at any 

time. Hatred against Chinese nationals dissipated naturally as positive cases in and from 

China dropped, but when nine residents quartered at the Korean-Chinese Church in 

Garibong-dong, Guro-gu, Seoul tested positive in early June, hatred against the Chinese 

nation grew. Hate speech such as “Chinese Ethnic Koreans themselves are the virus; they 

are public enemies,” cropped up. In addition, the stigmatization of people who hav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became a problem, and hate against Christians following positive 

cases which originated from the Sarangjeil Presbyterian Church and 8.15 protests became 

well known. If infection clusters occur in immigrants, the homeless, the elderly, social 

minorities and the vulnerable,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hatred may yet rear its ugly 

head.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may push more people to become depressed and 

lethargic, which may facilitate the spread of  hate. As we have seen in cases abroad, hate 

can turn quickly into extreme violence. Therefore, we must be vigilant in keeping our 

voices united, standing firm against hate.

COVID-19 has thrown the limelight on how exposed our society is to hate and 

discrimination. Where there is hate and discrimination, there is vulnerability to the virus. 

We have also found that hate and discrimination not only hinders pandemic stopping 

measures, but actively works against them. The best defense against COVID-19 is to 

overcome hate and discrimination in order to create an inclusive society with strong 

5) OHCHR, COVID-19 Guidance (27 April 2020).

6) UN, Secretary-General Denounces ‘Tsunami’ of Xenophobia Unleashed amid COVID-19, Ca lling for 
All-Out Effort against Hate Speech (2020). 

7) United Nations Guidance Note on Addressing and Countering COVID-19 related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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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of solidarity and equality. If our society can create a solid consensus around 

this idea, the COVID pandemic may even act as a springboard with which we may propel 

our society into a more equal and inclus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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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다양성과�여성의�역할:�

젠더혁신과�리빙랩을�중심으로1)

임소연(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과학기술� 분야의� 소수자� 여성

미국의 과학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일찍이 과학자 사회를 구성하는 네 가지 규범 중 하나로 

‘보편주의(universalism)’를 꼽았다. 보편주의란, 과학 활동이 성별, 인종, 계급, 사상, 명성 등 개

별 과학자의 인격적인 요소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만을 대상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이 후 머

튼의 과학자 사회 규범 네 가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과

학사회학자 마이크 멀케이는 이 규범들이 실제 과학 활동이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기술이 아니

라 과학자들 스스로가 만들고 믿는 이데올로기라고 보았다.2) 보편주의를 무색케 하는 과학기술

의 현실을 보자.

29.3%, 20.0%, 10.0%, 6.6% 이 숫자들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과 연관되어 있다. 맨 

앞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이 네 개의 숫자는 각각 국내 자연공학계열 입학생 중 여성 비율, 과

학기술연구개발인력 중 여성 비율,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관리자 중 여성 비율, 그리고 10억원 

이상 연구과제책임자 중 여성 비율을 나타낸다.3) 모두 2018년의 통계이다. 

이 숫자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과학기술인

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29.3이라는 숫자는 애초에 과학

기술 분야의 진로를 꿈꾸는 여성들이 전체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둘

째, 과학기술인으로 진로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29.3이 20으로 20이 다시 10으로 떨어지는 숫자

는 이미 과학기술 분야에 들어온 여성들조차 유지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수도관 틈새로 

물이 새어나가듯이 여성인력이 경로를 이탈하여 새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연구과제

를 책임지는 관리자급 연구자 중 여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 6.6은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이 

1) 이 원고의 내용은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발간하는 Diversitas 5호(10월 발간 예정)에 수록된 저자의 
글을 수정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2) Mulkay, Michael J. "Norms and ideology in science." Social Science Information 15.4-5 (1976): 
637-656.

3) 해당 조사결과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wiset.or.kr) 웹사이트의 발간물 중 여성과학기술인력통
계에서 볼 수 있다.



학술세션 2
다양성과 공존의 조건

12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는 더 힘든 구조 즉 “유리천장”의 존재를 암시한다. 결국 여성 과학자, 

여성 엔지니어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대학과 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만연

한 성차별적 구조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인의 인적 다양성 결여 문제는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1966년에서 1977

년 사이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그린 과학자 그림 5000여 점 중 여성 과학자는 단 28점에 불과했

다. 전체 과학자 중 무려 99.4%가 남성이었던 셈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여성 과학자 그림

의 비율이 대략 20%대가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학자를 그릴 때 여성을 그리는 비율은 여

학생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들이 커갈수록 과학자를 남성으로 상상하는 비

중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의 한 조사에서는 여자아이들 그림의 58%가 여성 

과학자가 주인공이었고 2018년의 조사에 따르면 6살 아이이들의 그림 중 절반 정도가 여성 과

학자인 반면 16살 청소년이 여성 과학자를 그린 경우는 전체의 20%에 불과하게 된다.4) 

여성 과학자의 대명사 마리 퀴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1903년 노벨상 후보에서 제외될 뻔 했

다거나 역시 1962년 노벨상을 받은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의 역사에서 정작 DNA 이중나선 

구조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회절 사진을 찍은 여성 과학자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기여가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학의 지나간 흑역사만은 아니다. 2015년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남성 노벨상 수상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성은 실험실에서 연애를 하거나 울기나 할 뿐이라며 

자신의 실험실에서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밝혔다가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다. 여성의 소수자로 

남게 만드는 과학기술 분야의 남성문화는 여전히 공고해 보인다. 

공존의� 조건은� 여성의� 숫자� 늘리기?

과학기술 분야의 소수자 여성에 대한 지원은 정책과 교육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행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시작하여 2004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작년부터 제 4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지

금까지 각 기본계획에서 추구했던 목표는 아래와 같다. 

제1차 기본계획(2004-2008):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하는 조화로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

제2차 기본계획(2009-2013): “여성과학기술인이 선도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사회 구현”

제3차 기본계획(2014-2018): “양성이 함께 이끄는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제4차 기본계획(2019-2023): “여성과학기술인의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사회”

4) “과학자 그리기” 테스트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길 바란다. 
https://www.edutopia.org/article/50-years-children-drawing-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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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기본계획>에서 "양성"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이 기본계획에서 주로 대상으로 삼는 것

은 여성 과학기술인이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숫자를 늘여서 성비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다. 즉, 여성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에서 핵심은 “여성”이었다. 여성은 

사회 및 과학기술계의 성차별적인 구조 탓에 남성들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소수자로 존재해왔다는 것이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

원하는 정책의 존재 이유였다. 사실상 여성에 대한 결핍 모델에 근거한 것이다. 이 결핍 모델은 

과학기술 분야 여성의 소수자성을 개인의 선호와 능력 중심의 평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는 이들이 수긍할 만한 것이기도 했다. 결국 여성들이 구조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보는 입장이

든 여성들이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보는 입장이든 남성에 비해서 힘든 상황

에 처해 있는 소수자 여성들을 따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반대할 명분은 거의 없었을 것이

었다. 

그러나 결핍 모델에 근거한 여성 대상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학생 공학교육 선

도대학 사업을 분석한 한경희 등에 따르면,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여학생 집단을 부각

시킴으로써 남녀 학생 모두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가 있다.5) 남학생은 여학생에게만 

주는 특혜로 보고 역차별이라며 문제 삼고 여학생은 여성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열등한 존재

로 본다는 생각에 참여를 꺼린다는 것이다. 

비슷한 고민이 이공계 교육에서도 시작되었다. 이공계 대학에서의 성인지 교육은 수적으로 그

리고 문화적으로 소수인 여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대학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현하려

는 목적을 갖는다. 이공계 전공은 과학적 추상성과 엄격한 논리, 수학적 사고 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나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비인간적 학문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공계 문화는 관계보다는 지식이나 논리 등을 우위에 두는 남성적 속성을 갖는다. 게다가 대부

분의 이공계 대학에서 교수는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자신의 학과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적 능력이 평가절하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남녀 차이가 실재함을 인정하고 그 중 문화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하는 여학생을 배려하는 교수

법을 개발하고 실천하자는 성인지적 교육 역시 비슷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남녀 차이에 

기반한 성인지 교수법은 남녀의 젠더정체성을 고착화하고 개별 학생들의 차이 및 다양성을 간과

하게 된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여성 과학자가 특유의 모성과 섬세함으로 

과학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성성을 여전히 모성이나 섬세함 등으로 전형화하는 문제점

을 갖는 것처럼 여학생의 소극적인 태도나 낮은 자신감 등에 주목하는 교육은 여성성을 남성에 

비해 결핍되거나 열등한 존재임을 당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배려와 차이 본질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성장시

5) 한경희, 박준홍, and 강호정. "공학과 젠더: 공학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WIE) 사업 분석과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3.1 (2010):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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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수자 여성을 늘리고 과학기술인의 인적 다양성을 개선하며 다양한 

정체성과 차이를 가진 과학기술인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양성을� 담을,� 새로운� 과학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학기술로 만들어 온 인류 역사가 처한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전쟁과 핵무기, 쓰레기

와 미세먼지, 플라스틱 문제를 거쳐 이제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까지 인류의 안녕과 존재를 위

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상 과학기술의 문제이자 과학기술이 변화시킨 자연과 사회의 문제이

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1980년대 과학학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샌드라 하딩은 과학과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로 볼 것을 제안한 대

표적인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이다.6) 지금까지 과학 지식의 생산에서 여성의 소외되고 주변화된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 문화 등의 차이를 가진 다른 다

양한 집단의 입장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삶이 앎과 분리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사고는 특정한 역사와 문

화의 영향을 받기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서구 백인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으로 

구성된 과학자 사회가 내세우는 보편주의는 결코 보편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이다. 이 허약한 객

관성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이들의 삶에 기반한 앎

이다. 하딩의 논의를 확장해 보면 과학자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과학이 “강한 객관성

(strong objectivity)”에 근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사이보그 선언문”을 쓴 것으로 잘 알려진 페미니스트 과학학자 다나 해러웨이 

역시 과학 지식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한다.7) 해러웨이는 과학의 객관성이 어디에도 위치지워

지지 않는 신의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허구라고 말한다.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어떤 대

상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식은 “상황지워진 지식(situated 

knowledge)”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도 인식론적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객관성은 상황지

워진 지식이 갖는 부분성의 연결을 통해서 추구될 수 있을 뿐이다. 하딩과 해러웨이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과학의 객관성은 그 무엇보다 지식의 부분성, 즉 주류 과학의 객관성 뒤에 숨겨진 

남성 중심성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시작한 과학은 여성을 소수자에

만 묶어두지 않을 것이다. 혹은 여성이 없다면 강한 객관성을 가진, 상황지워진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6) Harding, Sandra 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7)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 (1988): 57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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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혁신과� 리빙랩,� 여성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어떻게 다양해질 수 있을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성이 주도하는 과학기술은 어떤 모습일까?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과 리빙

랩(living lab)의 사례는 어떻게 과학기술이 다양성을 통해 “강한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지를 보

여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은 200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젠

더혁신 프로젝트는 성•젠더 분석을 통해서 연구개발 과정에 내재된 성과 젠더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과학, 의학, 공학 분야 연구, 정책 및 관행을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다. 기존 연구 분야에 성•젠더 분석을 접목하게 되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연구 질

문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연구영역을 발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 환자를 대상으

로 진단 및 치료법이 개발되어 오던 심장질환 영역에 여성 환자가 포함되면 여성의 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진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위한 게임을 따로 만드는 대신 

남녀 아이 모두 선호하는 게임의 유형을 파악하여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남성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기에 젠더혁신은 사실상 여성의 몸

과 건강, 그리고 여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사람도 스탠포드대의 

과학학자 론다 쉬빈저라는 여성이었고 2016년 젠더혁신연구센터의 설립 전후부터 지금까지 한

국의 젠더혁신을 이끄는 이들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리빙랩 역시 마찬가지이다. 리빙랩이란 민-산-학-연-관이 협업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의 일종으로, 복지, 환경, 교육, 보건 및 의료, 돌봄 및 케어 영역에서의 사회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처음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활용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실제 사용자인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리빙랩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두드

러진다.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일부터 에너지전환까지 여

성들은 코디로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 리빙랩의 주체가 되어 왔다. 과학기술이 

이보다 더 포용적이고 이보다 더 사회적이며 또 이보다 더 창의적일 수 없다. 

 젠더혁신과 리빙랩은 과학기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2015년 얼굴인식 인공지

능이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공지능의 젠더 및 인종 편견

을 연구하기 시작한 연구자는 MIT의 흑인 여성 연구자였다. 과학기술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이들은 곧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신들이다. 그런 과학기술에 다양한 여성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을 리 없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다양한 차이가 반영될수록 더 많은 여학생

이 과학기술 분야에 들어오고 더 많은 여성이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활약하며 더 많은 여성 연구

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분야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들, 더 다양한 사람들이 활약하기 위한 조건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과학기술이다. 반

대로 여성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생산하는 과학기술의 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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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Women’s� role:� Focusing� on� Gender� Innovation�

and� Living� Lab
1)

So� Yeon� Leem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ies� Sookmyung�Women’s�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 sociologist of science Robert Merton thought the scientific circles have a set of 

four norms. One of them is Universalism which means acceptance of scientists’ claims is 

not based on personal attributes of claim makers such as gender, race, class, thoughts and 

fame but on scientific truth. Merton’s four norms were bombarded with criticism. For 

instance, the U.K. sociologist of science Mike Mulkay criticized Merton’s norms for failing 

to reflect the real scientific circles and only depict the ideology that scientists themselves 

have.2) Let’s take a deep dive into the completely different reality of scientific circles.

29.3%, 20.0%, 10.0%, 6.6%. These numbers show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Each means the percentage of women, as of 2018, among freshmen 

in STEM fields, R&D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R&D manag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nagers for research projects worth more than 1 billion won, respectivel

y.3)

They highlight the reality that women face in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the number 

29.3 percent, less than 1/3, shows that there are few would-be female scientists and 

1) This is the edited excerpt of So-yeon Lim’s paper in the May issue of Diversitas of the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planned to be released in October).

2) Mulkay, Michael J. Norms and ideology in science. Social Science Information 15.4-5 (1976): 
637-656.

3) This results are uploaded to “publications” of The Korea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www.wis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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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s, given that only those who have at least a bachelor’s degree can be the experts in 

this field. Second, the decline from 29.3 percent to 20 percent, and further to 10 percent 

indicates that the number of women who deviate from the journey to be an expert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much like water leaking from a pipe. Last, the number 6.6 

percent,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in charge of large-scale projects, proves the 

presence of the big structural obstacle for women to come into their own, the glass-ceiling. 

Therefore the major culprit behind the underrepresentation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is deep-roote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particularly in universities, business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

Lack of divers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well-known to children. In the 

“Draw-a-Scientist test”, out of 5,000 drawings collected between 1966 and 1977 in the 

U.S., only 28 were of female scientists, which means 99.4 percent were of male scientists. It 

wasn’t until the 2000s that about 20 percent of children painted a picture of female 

scientists. Interestingly, it turns out that girls are more likely to draw female scientist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and a growing number of children drew male scientists as they age. 

A 2016 study shows that 58 percent of girls depicted scientists as female.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6-year-old children drew female scientists while only 20 percent of 

16-year-old teenagers did, according to a 2018 study.4)

Marie Curie, a synonym for a female scientist, was nearly excluded from the 1903 Nobel 

Prize nomination just because she is a woman. A female scientist Rosalind Franklin took 

X-ray diffraction pictures of DNA that critically contributed to identifying DNA’s double 

helix structure. But it was much later that she took credit for the picture, while the 1962 

Nobel Prize was awarded for the discovery of the double helix. Howev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not the case in the past. One male Nobel laureate visited Korea in 2015 

and came under fire due to his public comments that female researchers fall in love or cry 

in a lab. The chauvinism that causes the shortage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seems to be still rampant.

4) The details of “Draw-a-Scientist test” are uploaded to https://www.edutopia.org/article/50-years- 
children-drawing-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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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the� simple� increase� in�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Support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a major topic in politics and 

education. Policies for women in this field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Technicians was passed in 2002, centering 

around the master plans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ster plans”) which is revised every five years. The 

master plans’ goals are as follows:

The first master plan (2004-2008): the realization of a harmonious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with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second master plan (2009-2013): the realization of creative science and technology 

led by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third master plan (2014-2018): science technology and creative economy with both 

male and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fourth master plan (2019-2023): the society where the true potential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can be fully realized.

The third master plan includes the phrase “both male and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but, in fact, it aimed to support females, which means it tried to solve the gender 

imbalance by just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As such, every 

plan has put emphasis on supporting females. The discriminatory structure i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has put women at a disadvantage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which is the very reason for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even though 

the gender imbalance varies by sector. To deal with the gender imbalance, policies to 

support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have been in place. But it is rooted in the so-called 

“deficit model”, which is welcomed by those who believe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s not surprising given meritocracy and women’s characteristics to shun STEM. At any rate, 

both parties – one who argues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other who argues women themselves shun STEM – had no reason to oppose the 

policies.

However, it doesn’t mean that the deficit model has no flaw. Kyong Hee Han who 

studied Women into Engineering (WIE) Program in Korea said that the policies t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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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by spotlighting female students can backfire, creating resistance from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5). Male students regard the policies as reverse discrimination and female 

students hesitate to benefit from the policies that see women as inferior beings who need 

special consideration. 

The same problem is pronounced in STEM education. The gender-sensitive education 

system in STEM colleges aims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the college education system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students, the cultural and numeral minority. STEM 

majors are well-known to be inhumane without flexibility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as 

they emphasize scientific abstraction, strict logic and mathematical thinking. Therefore, 

STEM majors value masculine attributes such as knowledge and logic more than culture 

and relationship. Furthermore, female students feel unwelcome and less recognized in their 

majors, since professors are disproportionately male.  

The gender-sensitive education system also has been besieged with criticism that 

acknowledges gender differences and considers the cultural minority, female students, by 

developing and practicing teaching methods based on those differences. It is noteworthy that 

the gender-sensitive teaching method based on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can 

solidify gender identity and overlook the differences and diversity of each student. Just as 

the argument that female scientists are better at science with their maternal bonds and 

meticulousness paints femininity as the epitome of solely those two attributes, the education 

spotlighting passive attitude and low self-confidence of female students can stereotype 

women as weak and inferior beings.

Is there any way to nurture and grow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in a way other than 

providing special consideration or pointing out innate differences?

New� technology� to� respect� diversity

It is obvious that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riggered crises such as war and 

nuclear weapons, waste and fine dust, dumped plastics and even climate change and 

5) Kyong Hee Han, Joon Hong Park and Ho Jung Kang. Engineering and Gender: How to Deal with It 
in Engineering Education? – From the Experiences of Women into Engineering (WIE) Program in 
Korea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3.1 (2010):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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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These crises which are posing a threat to the wellbeing and survival of 

humanity are in fact problems caused by science and technology or nature and society that 

changed by the hand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issues emerged simultaneously in 

enormous scientific circles in the 1980s.

Sandra Harding, a renowned feminist and science philosopher, suggested taking scientific 

perspectives to deal with problems that women face.6) Women’s experiences that are often 

marginalized and overlooked are not reflect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scientific 

knowledge. The same goes for the experience of other minorities who are different in race, 

rank and culture. What we know is shaped by how we live. If it is true, how we live in 

our society will determine what we know. Every human has a narrow perspective because 

he or she is influenced by a certain history and culture. The universalism advocated by the 

majority (western, white, heterosexual, non-disabled men) will never gain wide acceptance. 

This flawed objectivity can only improve after understanding the life of marginalized 

scientists and engineers such as women. Harding’s argument can be interpreted that diversity 

in scientific circles is the gateway to strong objectivity.

Contemporary feminist and scientist Donna Haraway, who is known for A Cyborg 

Manifesto, posed a question to the objectivity of scientific knowledge.7) She said objectivity 

in science is a delusion which can be only achieved by the “conquering gaze from 

nowhere”. Only God can take a fully objective approach. In this regard, no experience has 

epistemological privilege since all knowledge is situated. Interconnected partiality of situated 

knowledge is the only way to pursue objectivity. Putting Harding and Haraway’s arguments 

together, the precondition of objectivity in science is the partiality of knowledge, which 

means humbly acknowledging the presence of chauvinism behind objectivity in science is 

necessary. The science rooted in interconnected partiality will not allow women to be 

marginalized. Without women, it might be impossible to develop science which can build 

objective, situated knowledge

6) Harding, Sandra 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7)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 (1988): 57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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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ed� innovation� and� Living� Lap,� science� and� technology� led� by�

women

How can we promote divers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How can we realiz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at embrace diversity and differences? What would science and 

technology led by women look like? The cases of gendered innovation and living lab 

highlight how diversity provides strong universalism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what 

pivotal roles women play in this process.

Gendered innovation project started by one Stanford University team in 2009. It eradicates 

sex and gender bias in the R&D process based on sex and gender analysis with the aim to 

produce better results. Combining sex and gender analysis with existing fields of study 

allows us to have a fresh view, raise a new question and pioneer a new field to study. For 

example, female researchers’ visit to the cardiac disease field that has developed 

male-centered treatment and diagnosis will expand the field to provide proper diagnosis and 

treatment for female patients. Analyzing boy's and girl’s preferences and creating a new 

game that both of them can enjoy is the better strategy to attract users than making a 

game for only one side. Gendered innovation targets women, women’s bodies and health, 

sinc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evolved to be favorable to men until now. Even this 

project is the brainchild of Londa Schiebinger, a female scientist at Stanford University. 

Furthermore, most of the leaders in regards to Korea’s gendered innovation have been 

female, even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or Gendered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GISTeR) in 2016.

The living lab also has been led by women. The living lab is an innovative model 

whereby private and public industry, academia and institutes can join forces to deal with 

problems on site. It has addressed social problems in welfare, environment, education, health 

and childcare. Women’s role is prominent in the living lab from looking after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patients, to developing technology for them, to realizing energy transition. 

Women have spearheaded living lab as coordinators, experts and local citizens. No science 

and technology is as inclusive, social and creative as it is in the living lab.

Gendered innovation and living lab seek divers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earcher, who started to analyze racism and sexism of AI after realizing that AI fa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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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systems cannot identify people of color accurately, was an African American 

female expert at M.I.T. Those who can promote divers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only those who have diverse backgrounds. Diverse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stined to 

attract women. The more various the differences that are reflected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ore female students that will enter the field and the more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that will achieve remarkable results and win recognition in becoming leaders 

in their fields. Not others but science and technology that embraces diversity are the magnet 

for minorities including women, who are the precondition to achieve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can embrace and produce more divers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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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궁궐의�봄빛』� :

페미니스트적�관점에서�본� 중국�역사

Olivia� Anna� Rovsing� Milburn(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서론

청나라가 붕괴하기 직전인1909년, 『한나라 궁궐의 봄빛』 (漢宮春色)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책

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세 편의 이야기는 한나라 혜제(漢惠帝, 재위 기원전 195-188)의 

아내인 장황후(張后, 기원전 202-163)의 삶과 죽음의 이모저모를 묘사한다. 『한나라 궁궐의 봄

빛』 발간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작품에서 이 이야기책의 내용과 같은 주제

와 관심을 표현한 청나라의 외교관이자 수필가인 쉬에 푸청(薛福成, 1838-1894)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이 이 책의 발간에 참여했다. 본 논문에서는 청나라 문인들이 어떻게 장황후의 전기(傳記)

를 바탕으로 남성의 특권과 가부장적 가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담론을 구성했는지 살펴볼 것이

다. 19세기 말, 이들과 같은 페미니스트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저술의 바탕에 역사적 실존 인물

을 두면서 매우 급진적인 주장을 펼쳐 나갔다. 중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인 황후의 삶도 이 

정도인데,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 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들은 고대 제국

시대 초창기부터 자신들이 사는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에 대한 대우를 보면 중국 사회가 뿌

리까지 썩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궁궐의 봄빛』을 보면, 한 여성에게 가해진 고통은 사회 전체가 승인한 학대라며 신

랄하게 비판한다. 가부장적인 태도와 여성에 대한 억압이 합해져 장황후의 비참한 삶의 원인이 

된다. 장황후는 이 혹독한 메시지를 자신의 가슴에 담고 살았다. 복종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외

부 세계와 아주 제한된 소통만 하면서 여성들만 머무르는 처소에서 격리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던 장황후는 본인이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과도하게 겸손하며 공손하고, 거리낌없이 남성이 늘 옳다고만 받아들이면 여성들이 어떤 대

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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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후에� 대한� 역사적� 배경

역사적 실존 인물인 장황후의 삶은 사실상 알려진 바가 없다. 한나라를 창건한 고조(高祖)의 

외손녀였으며, 아주 어린 나이에 외삼촌인 혜제(惠帝)와 혼인했고, 기원전 180년 제위(帝位)를 

쟁탈한 궁중변란 이후 유폐(幽閉)된 채 여생을 보내다가 기원전 163년에 사망했다. 장황후가 역

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페미니트스 이론에 영향을 받은 진보적 집단

을 중심으로 19세기 말 중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전통적 태도에 문제를 제

기하면서 중국 문화에 오래도록 뿌리박힌 여성혐오주의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장황후라는 인

물이 거론되게 되었다. 무고하게 유폐되었고, 자신이 어쩔 수 없었던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서도 비난을 받았던 장황후의 고난을 사례로 든 청나라 말기의 작가들은 중국 사회 내 여성에 

대한 대우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궁궐의 봄빛』은 어린 여아의 성적 대상화, 타인 혹은 과부의 정조(貞操)에 관한 과

도한 성적 호기심, 극도로 억압된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능력을 가지지 못

하는 것과 같은 여러 도전적인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에 관한 관음증적(觀淫症
的) 추측과 괴롭힘은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고 강조한다. 어린 시절부터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해 괴로웠던 장황후는 우울증을 앓고,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었고, 

더러움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군가 장황후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특정 소음에 대한 과도한 혐오 반응을 보이는 비정상적인 정신적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청각과민증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이래로 잘 남아있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관련 연구가 시작됐으

며, 트라우마(외상)나 장기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가지 원인이 모두 장황후의 

상황에 들어맞는다. 『한나라 궁궐의 봄빛』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기 이전에 쓰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장기간 성희롱을 견뎌야 했던 불운한 여성의 고통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 궁궐의 봄빛』은 전통 중국 문화의 여러 가지 측면을 비판한다. 그중 하나는 작가가 

노예제의 일종이라 생각하는 신부의 몸값이다. 한나라의 사서(史書)에 따르면 한나라 황후의 집

안은 신부의 몸값으로 황금 20,000근(5,000 킬로그램)을 받았다. 이야기 초반의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장황후의 남동생이 달려와 황실에서 혼인의 대가로 건네는 몸값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다. 장황후의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 그녀는 팔려가고 말았다. 

황후의 남동생 장얜(張偃)은 아주 어렸다. 거실에 쌓여 있는 금을 보고는, 누이에게 달려가 말

한다. “누이, 황제께서 누이를 데려가는가 봅니다.” 장황후의 어머니인 루위앤 공주(魯元公主)는 

장얜에게 소리친다. “아이들은 소리 지르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 장얜은 누이의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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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누이, 보러 가지 않을 거야?” 장황후는 겨우 좋은 말로 남동생을 물린 후, 방에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나오기를 거부했다. 

『한나라 궁궐의 봄빛』은 계속해서 남녀 격리의 끔찍한 영향에 대해서 비판한다. 장황후는 

늘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황후는 친절하고, 관대하며, 사려가 깊고,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다. 보

수적 관점에서 보아도, 황후는 늘 옳은 일만 했다. 겸손하고, 복종하며, 어른을 공경했다. 물론 

유교 사상을 잘 따랐으며, 황후의 처소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장황후가 본인의 

일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야수와 같은 남성들에게 계속 성희롱을 당했

고, 집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 그리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었던 황후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 작가는 황후가 처한 곤경에 대해 황후를 전혀 탓하지 

않는다. 황후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어

린 나이에 혼인한 다른 사람들이 황후를 계속해서 매우 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황후로서 

처음 입궁한 날, 처녀성이 문제가 되었다. 황후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황제는 황후와 어떠

한 성적 관계도 가질 의도가 없다고 밝힌다. 아동 학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황

후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궁궐의 나인들을 비롯해 후궁(後宮)에 사는 나이 많은 황제의 여인들이 황후를 겁박했다. 후

궁들은 황후가 힘이 없다는 걸 알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시했고, 모욕했다. 자기들끼리 마음

껏 지껄이고는 했다. “장쑤쥔(張淑君)은 말만 황후지, 아직까지 처녀야. 우리보다 입궁도 늦는데, 

우리가 왜 황후를 존경해야 해?”

혜제(惠帝)의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사람들은 황후에 대해 꼴사나운 관심을 가지고 제 맘대

로 참견하며 황후라면 당연히 하게 될 황제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고 느낀다. 어린 황후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 늘 괴롭힘과 경멸을 당하고, 심지어는 황

후의 어린 시절마저 비난거리로 이용된다. 장기간 이어지는 수많은 소문, 빈정거림, 노골적인 성

희롱으로 황후가 겪는 수치심과 모욕감은 『한나라 궁궐의 봄빛』에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책에서는 내내 장황후의 불행의 원인을 억압적인 사회구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밑바

탕에는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치를 내재화하면서 스스로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

다. 장황후는 스스로 가정적이며, 자식을 양육하는 일만 하고, 정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모범적인 여성들의 태도를 고수했다. 그 결과, 장황후는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어려움에 처한다. 

황후는 나서지 않는 것을 “여자다운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었

다. 그래서 작가는 황후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고대 시대부터 현명한 황후와 지혜로운 왕후는 많았으나, 한나라의 장황후만이 미덕을 갖추었



학술세션 2
다양성과 공존의 조건

141

다. 그러나 결국 폐위되어 유폐되었다. 장황후의 본성은 따뜻하고 친절하였으나, 총명함과 꾀는 

부족했다. 안타깝다. 사람들은 여성들이 겸손해야 하고, 덕을 갖추지만 무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황후가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2000년 전통의 역사에서, 중국 여성에 관한 혹은 여성을 위해 쓰인 보수적이고 규범적인 글에

서는 모든 여성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집안 일에 충실해야 하고, 남녀는 성적으로 엄격히 격

리되어야 하며, 집안 외부 사람과의 소통은 최소로 하거나 혹은 아예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장황후는 이러한 모든 규율을 따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를 즐긴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미덕

의 귀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묵살되고, 무시당하며, 악용된다. 『한

나라 궁궐의 봄빛』의 작가는 여성들이 억압과 통제를 받는 존재임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

로써 가부장적 가치에 근본적으로 도전한다. 쉬에 푸청(薛福成) 자신과 같은 현대화와 개혁을 

강력히 주창하는 사람들이 중국 내에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중국 전통문화의 모습이 비판을 받

을 당시 발간된 『한나라 궁궐의 봄빛』에 관한 이야기는 여성들이 받는 대우가 중국 사회의 근

본적 결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1909년 출간된 이 책은 거의 읽히지 않았다. 글의 문학적 가

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20세기라는 시대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격동기였기 때문이었다. 20

세기가 진행되면서 이 경고성 이야기의 형식 자체가 현대의 독자에게는 점차 낯설어졌다. 그러

나, 안타깝게도, 장황후의 삶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가 본질적으로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

이 이야기는 허구(虛構)이지만 장황후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여성이 덫에 잘 빠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는 보수적 통제를 그냥 받아들인다면, 결국 괴롭힘과 고

통을 당하며, 여성이 격리되어 은둔해서 생활하도록 요구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성인이 

되더라도 인생에서 필수적인 생존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한나라 궁궐의 봄빛』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성에게 가해진 불평등은 체계적인 불공정의 문제이자 오늘날의 여성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단순히 더 친절해지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황후의 

직계가족 모두 장황후에게 애정과 사랑을 주었다. 문제는 사회적 병폐다. 즉, 여성에게 사생활을 

보장하길 꺼리고, 생활영역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어린아이였던 황후의 성적행위에 대해서 

호색적(好色的)인 추측을 하는 것과 같은 습관적 행동이 문제였다. 이 글을 쓴 작가는 이것이 

성희롱의 한 형태(여성들이 아주 흔하게 겪는 성희롱)이며, 노골적인 성희롱만큼이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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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과거 유교 문화권에 살았던 많은 여성뿐 아니라 현대 여성의 삶에 근본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한나라 궁궐의 봄빛』의 작가가 인지했던 것처럼, 중매결혼과 몸값 지불은 특

히 여성들에게는 재앙과 같았다. 중매결혼은 부부가 공존할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으며,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인해 여성은 노예와 비슷한 위치에 처하기 때문이다. 가족에 의해 팔려

간 여성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거부할 권리조차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여성

이 여전히 착취의 피해자로서 장황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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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

A� Feminist� Critique� of� Chinese� History

Olivia� Anna� Rovsing� Milburn
(Department� of� Chines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ntroduction

At the very end of the Qing dynasty, in 1909, a compilation of tales entitled Hangong 

chunse 漢宮春色 or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was published. The three stories in 

this collection describe different aspects of the life and death of Empress Zhang 張后 
(202-163 BCE), the wife of Emperor Hui of the Han dynasty 漢惠帝 (r. 195-188 BCE). 

Although anonymous,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was produced within the circle 

surrounding diplomat and essayist Xue Fucheng 薛福成 (1838-1894), whose own writings 

reflect many of the same themes and interests. This paper will explore the way in which a 

Qing dynasty literary circle made use of the biography of Empress Zhang to construct a 

discourse highly critical of male privilege and patriarchal values. By basing their writings on 

a genuine historical individual, these late nineteenth century feminist thinkers developed a 

highly radical argument: if things were this bad for an empress, the most powerful woman 

in the country, how much worse would it be for less privileged women? Therefore they 

argued that the treatment of women,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imperial era to their 

own time, demonstrated that Chinese society was rotten to the core.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offers a searing indictment of suffering inflicted on one 

woman; abuses which were sanctioned by society as a whole. It is a combination of 

patriarchal attitudes and the restrictions imposed upon women that are responsible for 

Empress Zhang’s miserable life—she has internalized a truly toxic message. Having accepted 

it as her duty to be obedient and uncomplaining, living secluded in the women’s quarters 

with very limited intera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she finds it impossible to deal with 

the challenges that she faces. This serves as a stark warning of the price that women pay 

for being too modest, too deferential, and too willing to agree that men know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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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 Zhang:� The� Historical� Background

Virtually nothing is known of the life of the historical Empress Zhang. She was the 

granddaughter of the founder of the Han dynasty; she was married off at a very young 

age to her uncle, Emperor Hui; and after a palace coup in 180 BCE she spent the rest of 

her life in prison, dying in 163 BCE. Empress Zhang is not a famous historical figure; 

however, as traditional attitudes towards the position of women within Chinese society were 

challeng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particularly in progressive circles exposed to 

international feminist theories, this empress could be used to explore long-standing and 

deeply ingrained misogynistic narratives within Chinese culture. Late Qing writers could 

point to the experiences of Empress Zhang, imprisoned in spite of being innocent of any 

crime and vilified in historical accounts for events over which she had no control, to argue 

that the treatment of women within Chinese society was fundamentally flawed.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deals directly with numerous challenging topics the 

premature sexualization of young girls; the prurient interest of others in the chastity or 

otherwise of widows; and the inability of women who have led an extremely repressed lives 

to deal with the challenges of adulthood. This text stresses that intrusive speculation and 

bullying about sex does lasting damage to the victim’s psyche—having been tormented from 

a young age by people showing no respect for her privacy, Empress Zhang is described as 

suffering from depression; showing an exaggerated sense of humility; having phobias about 

dirt, and being watched or spied upon. In addition to this, she is accorded more unusual 

psychological problems such as an exaggerated dislike of certain noises. Although 

misophonia is well-recorded since antiquity, this condition has only recently begun to be 

studied and is thought to be a consequence of trauma or prolonged stress—either of which 

would fit well with Empress Zhang’s experiences. For a text which certainly predates the 

development of the discipline of psychology,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is remarkable 

for its description of the effects of sustained sexual harassment on the unlucky woman who 

suffers it.

This text takes aim at many aspects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such as the payment 

of bride-price, which the author understands as a kind of slavery. The dynastic histories 

document that the families of Han dynasty empresses received twenty thousand jin of gold 

(five thousand kilograms) in bride-price. In a particularly telling moment early 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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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Empress Zhang’s younger brother comes running in to tell her of the wealth 

offered by the imperial house to obtain her hand in marriage. No matter how much her 

mother might protest, she was being sold:

The empress’ younger brother, [Zhang] Yan, was still only little, and when he saw all of 

the gold piled up in the main hall, he rushed in and said: “Sister, the emperor is buying 

you from us.” Princess Yuan of Lu shouted at him: “Children should be seen and not 

heard!” Yan took hold of his older sister’s hand and said: “Why don’t you go and look?” 

[Empress Zhang] managed to get him to go away after saying some nice things to him, but 

after that she ran to her room and locked the door, refusing to come out.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consistently criticizes the crippling effects of gender 

segregation. Empress Zhang is always portrayed in a very positive way: she is kind and 

generous, thoughtful and well-intentioned. From a conservative viewpoint, she has done 

everything right; she demonstrates her modesty, obedience, and respect for elders, not to 

mention her support for Confucian learning, while living secluded in the women’s quarters. 

However, this means Empress Zhang is completely unable to cope with what happens to 

her. She is sexually harassed by a series of predatory men, and bullied by her family, and 

she cannot defend herself because she is unable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others. The 

author does not in any way blame the empress for her plight. There is full recognition here 

of another problematic dimension of her situation; having married while still a small child, 

other people consistently treat her in a highly sexualized manner. To begin with, on her 

first entry into the palace as a bride, it is her virginity which is problematic. Since she is so 

very young, Emperor Hui stresses that he has no intention of engaging in any kind of 

sexual relationship with her, because that would be child abuse. However, this does not 

stop other people from using this as a weapon to attack her:

Government servants in the palace and the older Beauties in the Rear Palace terrorized 

her. Those in the Rear Palace could see that the Empress had no power at all, and they 

would push her aside and humiliate her at every opportunity. They would gossip among 

themselves: “Zhang Shujun may be called the empress, but she’s still a virgin. She entered 

the palace after us, so why should we show her any respect?”

Subsequently, because of her position as Emperor Hui’s wife, people consistently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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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led to speculate about the sexual activity she is supposed to be engaged in with 

unseemly interest and in a highly intrusive manner. The child-empress is caught in an 

impossible situation. She is bullied and despised at every turn, and even her youth is made 

part of the criticisms levelled against her. The shame and humiliation felt by the empress 

under this prolonged barrage of gossip, innuendo, and outright sexual harassment is strongly 

expressed throughout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Throughout, Empress Zhang’s 

misfortunes are blamed on repressive social structures. However, underlying the plot is a 

concern about women internalizing patriarchal values to their own detriment. Empress 

Zhang has adopted a model of women’s behavior in which they restrict themselves to 

domestic, nurturing roles and do not interfere in the political realm. As a result, she places 

damaging restrictions on herself, because she is only prepared to act in a private way, 

seeing this as suitably “feminine.”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author provides the following 

summary of Empress Zhang’s life:

Since ancient times there have been many sagacious empresses and wise queens, but only 

Empress Zhang of the Han dynasty was so very beautiful and virtuous, yet ended up being 

demoted and imprisoned. By nature she was warm and kind, but she was lacking in 

cleverness and guile. Alas! Women are supposed to be modest; everyone thinks that they 

ought to be virtuous but ignorant. Is this the reason that they believe this empress to have 

been so perfect?

In a tradition stretching back two millennia, conservative prescriptive texts written for and 

about women in China argued that they should remain at home, devoting themselves to 

domestic duties, observing strict sexual segregation, and having little or no interaction with 

anyone outside the household. Empress Zhang not only does all of these things, but proves 

to be such a paragon of virtue in that she actually enjoys it. However, her “reward” was 

to be ignored, neglected, and abused. The authors of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offer 

a profound challenge to patriarchal values by arguing that women should resist any such 

repressed and circumscribed existence. Written at a time when many aspects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were under attack with the advent on the national scene of powerful 

advocates of modernization and reform—including Xue Fucheng himself—the tales of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argue that the treatment of women demonstrated that Chinese 

society wa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as first published in 1909, this collection has 

been very little read. This is not because of any lack of literary merit, but a resul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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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rmous social and political upheavals during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which 

made the form in which this cautionary tale is presented increasingly alien to modern 

readers. Unfortunately, much of the substance of the complaints found in this representation 

of the life of Empress Zhang still remains relevant today.

Conclusion

The treatment of Empress Zhang in this fictional account shows that all too often 

women are caught in a trap: if they obey conservative strictures about the proper female 

behavior then they end up being bullied and tormented, and in a patriarchal society where 

women were supposed to live segregated and secluded lives, they grow up lacking the key 

survival skills that they will need during the course of their lives. The key lesson that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provides is to clarify that this is a systemic injustice—and 

one that still affects women today. This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resolved by people 

being nicer: Empress Zhang’s immediate family are all most affectionate and loving towards 

her. What is wrong is a sickness in society as a whole: an unwillingness to allow women 

privacy, a refusal to respect their boundaries, and a general habit of prurient speculation 

about the sexual activity a young girl might be engaged in, even if she was merely a child 

at the time. The author of this text reminds us that this too is a form of sexual 

harassment (and one very popular with women), and it can be just as damaging as more 

overt kinds.

The other key concern is one fundamental to the lives of many women in Confucian 

cultures throughout history, right up to the present day. As the author of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was aware, arranged marriages and the payment of bride-price was 

disastrous for women in particular, since arranged marriages take no account of 

compatibility, and accepting bride-price leaves wives in a position comparable to slavery. 

Having been sold by their families into marriage, this cripples women’s sense of self-esteem 

and gives them little right of refusal. Far too many women still find themselves in the same 

position as Empress Zhang, as victims of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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