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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행사개요

(문묘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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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로그램

1. 일자별 프로그램

일자 장소 시간 프로그램

7월 3일

안동 향교 10:00 ~ 12:00  문묘제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14:00 ~ 17:20  개막식 및 기조강연 Ⅰ, Ⅱ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회의실)
18:00 ~ 20:00  VIP 환영 만찬

7월 4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09:00 ~ 15:00  특별세션Ⅰ. 청년 유림의 미래와 실천 과제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중회의실)
09:30 ~ 18:30

 기획세션Ⅰ. 특별강연 Ⅰ, Ⅱ, Ⅲ / 
플레너리세션 Ⅰ, Ⅱ, Ⅲ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회의실)
14:00 ~ 16:40  특별세션Ⅱ. 가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안동시 시민회관

(소공연장)
14:00 ~ 17:30  특별세션Ⅲ. 농업-천하의 근본을 세우다

7월 5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중회의실)
09:30 ~ 18:00

 기획세션Ⅱ. 라운드 테이블 Ⅰ, Ⅱ / 
 특별 강연 Ⅳ / 차세대유학자 발표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회의실)
10:00 ~ 12:40  특별세션Ⅳ. 관광-문화서비스 융합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14:00 ~ 17:00  특별세션Ⅴ. 동아시아 가치와 미래학의 새 지평

유교랜드

(원형무대)
14:00 ~ 16:50  특별세션Ⅵ. 꿈과 아이디어의 공유

월영교, 민속 박물관 10:00 ~ 12:00  조손 나들이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회의실)
18:00 ~ 19:30  폐막 환송만찬

낙동강변 공연무대 20:00 ~ 20:20  안동선언문 채택 및 부용지애 공연

7월 6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09:00 ~ 18:30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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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식전행사

 문묘제례

1. 세부 프로그램

□ 일시 : 2014년 7월 3일(목) 10:00 ~ 11:30  

□ 장소 : 안동향교 (약200명 참석)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문묘제례

 

10:00 ~ 10:10

문묘제례 시작 및 대성전 앞 이동

집례 : 권정창

대축 : 안우섭

10:10 ~ 10:20 행전 폐례 초헌관 :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10:20 ~ 10:30 행초 헌례 초헌관 :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10:30 ~ 10:40 행아 헌례 아헌관 : 쉬자루 / 許嘉璐 (중국 니산포럼 주석)

10:40 ~ 10:55
행종 헌례 

종헌관: 도날드 베이커 / Donal Baker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대)

10:55 ~ 11:05 행분 헌례 분헌관 : 이장우, 안승관

11:05 ~ 11:10 행음 복례 초헌관 :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11:10 ~ 11:15 행망 요례

11:15 ~ 11:30 문묘제례 종료 및 참가자 차량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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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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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
수

幣
폐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대축은 폐백을받아서신위전에올리시오(진홀)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宗
종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홀을꽂음)
三
삼

上
상

香
향 세번 향을 올리시오

大
대

祝
축

以
이

幣
폐

로
비

授
수

初
초

獻
헌

官
관 대축은폐비를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
초

獻
헌

官
관

執
집

幣
폐

以
이

授
수

大
대

祝
축 초헌관은 페백을 받아서 대축에게드리시오

大
대

祝
축

受
수

 幣
폐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대축은 폐백을 받아서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述
술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술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끓어 앉으시오(홀을꽃음)
三
삼

上
상

香
향 세번 향을올리시오

大
대

祝
축

以
이

幣
폐

로
비

授
수

初
초

獻
헌

官
관 대축은 폐비를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
초

獻
헌

官
관

執
집

幣
폐

以
이

授
수

大
대

祝
축 초헌관은 폐백을받아서 대축에게 드리시오

大
대

祝
축

受
수

幣
폐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전(執
집

笏
홀

) 대축은 폐백을받아서신위전에올리시오(진홀)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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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순서

行
행

初
초

獻
헌

禮
례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

謁
알

者
자

引
인

初
초

獻
헌

官
관

詣
예

大
대

成
성

至
지

聖
성

文
문

宣
선

王
왕

尊
전?

所
소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대성지성문선왕 
준소(술단지있는곳)로나아가시오

引
인

詣
예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신위전에 나아꿇어앉으시오(진홀꽂음)
奉
봉

爵
작

奠
전

爵
작

升
승 봉작전작은 오르시오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詣
예

齊
제 사준은뚜껑을 열고 예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初
초

獻
헌

官
관 봉작은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
초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초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少
소

退
퇴

跪
궤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大
대

祝
축

詣
예

獻
헌

官
관

之
지

左
좌

東
동

向
향

跪
궤

(搢
진

笏
홀

) 대축은 헌관좌측에 나아가 동쪽으로 향해 꿇어 
앉으시오(홀을꽂음)

讀
독

祝
축 축을 읽으시오

大
대

祝
축

降
강

復
복

位
위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獻
헌

官
관

(執
집

笏
홀

) 헌관(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 꾸부리시오. 엎드리시오..일어서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復
복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복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詣
예

齊
제 사준은 뚜껑을 열고 예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初
초

獻
헌

官
관 봉작은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
초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초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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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순서

行
행

初
초

獻
헌

禮
례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

次
차

詣
예

宗
종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醴
예

齊
제 사준은 뚜껑을 열고 예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初
초

獻
헌

官
관 봉작은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
초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초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術
술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醴
예

齊
제 사준은 뚜껑을 열고 예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初
초

獻
헌

官
관 봉작은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
초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초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亞
아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醴
예

齊
제 사준은뚜껑을 열고 예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初
초

獻
헌

官
관 봉작은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
초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초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謁
알

者
자

引
인

初
초

獻
헌

官
관

降
강

復
복

位
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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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순서

行
행

亞
아

獻
헌

禮
례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贊
찬

引
인

引
인

亞
아

獻
헌

官
관

詣
예

盥
관

洗
세

位
위

(搢
진

笏
홀

) 찬인은 아헌관을 모시고 관세 위로 나아가시오(홀을꽂음)
盥
관

手
수 손을 씻으시오

帨
세

手
수

(執
집

笏
홀

) 손을 닦으시오(홀을잡음)
引
인

詣
예

大
대

成
성

至
지

聖
성

文
문

宣
선

王
왕

尊
존

所
소 대성지성문선왕 준소로 나아가시오

引
인

詣
예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진홀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盎
앙

齊
제 사준은 뚜껑을 열고 앙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亞
아

獻
헌

官
관 봉작은 받아서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
아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아헌관은 잔을 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復
복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복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盎
앙

齊
제 사준은 뚜껑을 열고 앙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亞
아

獻
헌

官
관 봉작은 받아서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
아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아헌관은 잔을받아서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宗
종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盎
앙

齊
제 사준은뚜껑을 열고 앙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亞
아

獻
헌

官
관 봉작은 받아서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
아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아헌관은 잔을  아서 헌작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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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순서

行
행

亞
아

獻
헌

禮
례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述
술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盎
앙

齊
제 사준은 뚜껑을 열고 앙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亞
아

獻
헌

官
관 봉작은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
아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아헌관은 잔을받아서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 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亞
아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盎
앙

齊
제 사준은 뚜껑을 열고 앙제를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亞
아

獻
헌

官
관 봉작은 아헌관에게 드리시오

亞
아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아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贊
찬

引
인

引
인

亞
아

獻
헌

官
관

降
강

復
복

位
위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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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순서

行
행

終
종

獻
헌

禮
례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贊
찬

引
인

引
인

終
종

獻
헌

官
관

詣
예

盥
관

洗
세

位
위

(搢
진

笏
홀

) 찬인은 종헌관을 모시고 관세위로 나아가시오(홀을꽂음)
盥
관

手
수 손을 씻으시오

帨
세

手
수

(執
집

笏
홀

) 손을 닦으시오(홀을잡음)
引
인

詣
예

大
대

成
성

至
지

聖
성

文
문

宣
선

王
왕

尊
존

所
소 대성지성문선왕 준소로 나아가시오

引
인

詣
예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진홀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酒
주 사준은 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終
종

獻
헌

官
관 봉작은 받아서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
종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종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復
복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복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酒
주 사준은 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終
종

獻
헌

官
관 봉작은 받아서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
종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종헌관은 잔을 받아서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宗
종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酒
주 사준은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終
종

獻
헌

官
관 봉작은 받아서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
종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종헌관은 잔을 받아서 헌작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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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순서

行
행

終
종

獻
헌

禮
례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述
술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酒
주 사준은 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終
종

獻
헌

官
관 봉작은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
종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종헌관은 잔을받아서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次
차

詣
예

亞
아

聖
성

公
공

神
신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酒
주 사준은 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終
종

獻
헌

官
관 봉작은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
종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종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執
집

笏
홀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홀을잡음)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贊
찬

引
인

引
인

終
종

獻
헌

官
관

降
강

復
복

位
위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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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순서

行
행

分
분

獻
헌

禮
례

        
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贊
찬

引
인

引
인

分
분

獻
헌

官
관

詣
예

盥
관

洗
세

位
위

(搢
진

笏
홀

) 찬인은 분헌관을 모시고 관세위로 나아가시오(홀을꽂음)
盥
관

手
수 손을 씻으시오

帨
세

手
수

(執
집

笏
홀

) 손을 닦으시오(홀을잡음)
引
인

詣
예

東
동

西
서

從
종

享
향

位
위

前
전

跪
궤

 (搢
진

笏
홀

) 동서 종향위전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홀을꽂음)
各
각

奉
봉

香
향

奉
봉

爐
로

升
승 각 봉향 봉로는 오르시오

分
분

獻
헌

官
관

三
삼

上
상

香
향 분헌관은 향을 세 번 올리시오

奉
봉

爵
작

奠
전

爵
작

升
승 봉작 전작은 올으시오

各
각

司
사

尊
존

擧
거

冪
멱

酌
작

酒
주 각 사준은 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以
이

爵
작

授
수

奉
봉

爵
작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奉
봉

爵
작

授
수

分
분

獻
헌

官
관 봉작은 분헌관에게 드리시오

分
분

獻
헌

官
관

執
집

爵
작

獻
헌

爵
작 분헌관은 잔을들어 헌작하시오

以
이

授
수

奠
전

爵
작 전작에게 드리시오

奠
전

爵
작

奠
전

于
우

神
신

位
위

前
전

(東
동

西
서

各
각

十
십

一
일

位
위

如
여

儀
의

)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동서각 십일위는 모두 이와 같다)
俯
부

. 伏
복

. 興
흥 꾸부리시오.엎드리시오.일어나시오

平
평

身
신 바로서시오

贊
찬

引
인

引
인

分
분

獻
헌

官
관

降
강

復
복

位
위 찬인은 분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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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행 모습

3. 현장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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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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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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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Ⅲ.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막식

□ 일시 : 2014년 7월 3일(목) 14:00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록 및 영상
13:00~14:00 

(60분)
등록 및 기록 영상 관람

개막식
14:00~14:50 

(50분)

사회 및 개막선언 : 김경환, 이정민 (안동MBC아나운서)
개 회 사 : 김병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동조직위원장)
환 영 사 :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축    사 :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대독)
축    사 : 김황식 (前 국무총리)
축    사 :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축    사 : 권영세 (안동시장)
축    사 : 김광림 (국회의원)
축    사 : 장롱/張荣 (중국 산동대 총장)
축    사 : 정형진 (안동대학교 총장)

기조강연Ⅰ

21세기 
인문가치와 

유교

14:50~15:50 
(60분)

사    회 :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강  연 1 : 21세기와 유교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성찰
강 연 자 : 김광억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동조직위원장)

사    회 :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강 연  2 : 한중 공동의 운명, 과거의 계승과 발전, 인류에의 공헌
강 연 자 : 쉬자루/許嘉璐 (중국 니산포럼 주석)

사    회 :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강 연  3 : 유교가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강 연 자 : 마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영국학술원 회원)

휴식
15:50~16:20 

(30분)
Coffee Breek

기조강연Ⅱ

현대사회에서 
유교실천의 
연구방향

16:20~17:20 
(60분)

사    회 :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발 표  1 : 유가 윤리와 청렴한 정치
강 연 자 : 장리원/張立文 (중국 인민대 일급교수 / 공자연구원 원장)

사    회 :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발 표  2 : 21세기 세계와 유교의 현대적 의의
강 연 자 : 김경동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    회 :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발 표  3 : 유가 문명의 가치
강 연 자 : 천라이/陳來 (중국 청화대 국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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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인류의 21세기는 희망의 세기로 출발하 습니다. 21세기는 IT와 CT 그리고 BT 등 첨단 정보산업기술의 비약

적인 발전에 힘입어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아주 살기 좋은 이상사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 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머지않아 펼쳐질 것이라는 그 이상사회를 기다리는 동안 첨단 정보산업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나라별⋅지역별 

생활수준의 갭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역시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곳곳에서 전개되는 종교적⋅민족적 갈등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강 국들의 패권주의는 이상사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한갓 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안 사정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빈부격차와 환경문제를 매일 실감하며 삽니다. 다행히 전쟁은 없

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한 갈등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그것입니

다. 세 간, 지역간, 계층간, 이념간 갈등은 이제 콘트롤 가능 단계를 넘어서버린 감마저 듭니다. 사회적 이슈

가 등장할 때마다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과 양보보다 립과 반목이 득세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한 단면입니

다.

역사를 회고하건 ,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여건들이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나타나는 근본적인 움직임

이 있습니다. 삶의 근원성에 한 성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이른바 

‘인문학적인 성찰’들인 셈입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선조들은 말했습니다. 오

늘 개막되는 첫 번째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답을 주는, 뿌리

깊은 나무의 밑거름과 샘이 깊은 물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 합니다.

끝으로 진지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위해 포럼에 참여주신 국내외 석학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향 각지에서 운집해주신 내외 귀빈과 일반 참가자분들께도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합니다. 바람직한 삶에 

한 이런 갈증과 관심들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살만한 사회로 만들고 인류사회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동조직위원장  김 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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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빈 여러분, 해외에서 오신 석학여러분 한국문화가치 포럼에 참석하신 것을 환 합니다.

한국은 조선조 500년간 수준 높은 도덕사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무력과 경찰력에 의하지 않고 교육을 통한 

인격수양으로 이런 도덕수준을 유지한 일은 인류역사상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선의 모든 마을에서, 자식은 모두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은 모두 마을의 어른을 공경하 습니다. 

아이들은 힘써서 학문을 연마하 으며, 이를 통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주경야독을 하 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마을에서도 밤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 시를 짓고 역사를 논하고 치국평

천하를 논하는 선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은 소임이 중하 으나 완전한 인격자로 수양을 쌓은 사람

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을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일 거의 볼 수 없었고 도둑이 없어 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

습니다. 길을 가는 과객에게는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귀한 음식이 생기면 마을이 나누어 먹었고 어

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 힘을 모아서 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70넘은 노인들은 이런 마을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입니다. 가난하 다는 사실만 빼면 조선은 성숙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도덕사회 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숙한 사회를 되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때에 비하여 물질적으로는 수백배 풍요해 졌습니다. 그러나 그 때보다 범죄가 엄청나게 더 

많고, 행복지수는 점점 더 낮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범죄가 늘어나고, 신용이 떨어지고, 가족이 붕괴되어 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금전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격심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구문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궁핍한 사회를 풍요한 사회로 바꾸고, 계급을 타파

하여 정치적인 평등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권리주장

과, 끝이 없는 탐욕스러운 이익추구라는 폐해를 몰고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입

니다.

지금은 인류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하기 때문

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이익보다는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과 문화를 

다시 찾아와야합니다.

이것은 유학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 문명이 몰고 온 폐단을 치료하는 데 유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유학뿐만 아니라 넓게 인류문화의 가치를 재조명 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현세계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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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임에서는 세계의 여러 문화와 다양한 가치체계를 비교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류 공통의 가치를 찾아 중립적인 관점에서 동서양의 장점을 살려 번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

회를 만드는 일을 진지하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숭고한 일이나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모임은 그 시발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를 

거듭하여 이 모임을 개최하여 세계 인류를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하려합니다.

중국의 니산포럼등 우리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국제기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구들과도 긴 히 협력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 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신 석학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인문가치포럼과 병행하여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모임, 학생들의 모임, 학

원생들의 모임, 농민들의 모임, 여성들의 모임, 어린학생들과 할아버지의 모임, 관광과 문화단체들의 모임을 

통하여 유학이 이들 분야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관심이 있

으신 분은 흥미 있는 분야를 찾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곳 안동은 퇴계선생을 위시하여 명현석학이 많이 배출한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화를 보시고 즐거운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이 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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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문정신의 본향인 경북 안동에서 포럼이 개최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인문가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데 크게 기여해주기를 기 합니다.

인문학적 가치는 개인의 행복을 이뤄가는 중요한 정신적 토 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이끄

는 기본 토양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의 진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융성의 국정기조 아래 인문정신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외 석학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깊이 성찰해주시고, 

새로운 정신문화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한민국 통령  박 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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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문정신의 본향이라 할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역사적인 개막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저명학자를 망라하는 포럼 참석자 면면에서 오늘의 행사가 얼마나 가치있고 뜻깊은 것

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럼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 앞에서 축사를 

하게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여 예의를 존중했던 표적인 곳으로 퇴계 선생을 정점으로 한 남학맥의 총

본산이자 오늘날까지 유교적 전통이 살아 있는 인문의 등불 같은 곳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국무총리 재직시절 안동 선비문화체험수련원 개막식을 축하하며 “겸손과 배려로써 사람을 

하고 사리보다는 의를 중시하고 물질보다는 정신을 앞세우는 마음가짐”을 선비정신의 요체로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안동에서 국제적인 인문가치 포럼이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의 

주제 ‘현  세계 속의 유교적 인문가치’도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들은 결국 물질주의의 팽배와 정신문화의 부재에서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치유하는 길은 결국 상실된 인문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참석하신 석학들은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이어서 이번 포럼은 근래 보기 드문 인문학의 

향연이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행사가 나날이 발전하여 앞으로 포럼이 도덕적이고 인본

적인 21세기형 국가와 세계를 열어가는 지표가 될 것을 기 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전 국무총리  김 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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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의 본향, 정신문화의 수도인 이곳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

럽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병일, 김광억 공동조직위원장님과 함께해 주신 국회 및 중앙정

부 내빈, 그리고 국내⋅외에서 오신 석학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1세기, 현  문명사회는 물질을 중시하는 풍조에서 정신을 중시하는 시 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에 한 비판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질주에서 벗어나 ‘돈에서 사람’으로, ‘이익 추구에서 

의로움 추구’로,‘서양에서 동양’으로 가치관과 문명의 축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의 창’인 경상북도는 인문학적인 깊은 연원을 가진 고장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원류를 관통하고 

있는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의 근저에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인문학적 바탕이 있습니

다.

박근혜 통령은 “인문⋅정신문화의 본향인 안동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문화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라고 안동의 인문⋅정신문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북 인문정신의 일면

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문화융성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이러한 기조에 

발 맞추어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한 인문정신 부흥을 위한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하는 이번 포럼은 참으로 각별하게 다가옵

니다.

앞으로 ‘문화의 다보스 포럼’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문정신, 선비정신, 유교정신이 인류 보편적 가

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합니다. 세계인의 정신문화와 인문정신에 한 통찰로 이어지길 

기 하고, 인문학 부흥의 빛나는 모습으로 확인되기를 기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 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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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개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세계 석학들을 비

롯한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은 퇴계 선생을 비롯한 남학파의 본산으로서 우리나라 유학을 주도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곳입

니다. 또한 종택과 향교 서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택과 국학진흥원에는 6만5천 장의 목판이 있는 등 자랑

스러운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어느 곳도 유교의 흔적은 있지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동은 관혼상제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유교적 관습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익추구가 우선인 서구적 자본주의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적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며 인간관계와 정신을 중요시

하는 유교에 그 답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부터 5일까지 열리는 인문가치 포럼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앞으로 승승장구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인문정신을 밝히는 포럼으

로 발전해 나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안동시장  권 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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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學의 가르침이 우리의 生活속에 살아 숨 쉬는 ‘韓國精神文化의 首都 安東’에서｢第1回 21世紀 人文價値포럼｣
을 開催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2,000餘年 전에 정립되고 꽃 피운 儒敎哲學이 현 에 새로이 注目받는 이유는 儒學이 宗敎나 난해한 學問이 

아니라 人間 삶의 이치를 담은 普遍的 生活哲學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儒敎 哲學을 실천해 온 우

리 先賢들께서는 父母님께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德과 信義로 사람을 하는 儒
學의 가르침을 崇尙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염려됩니다. 빠른 經濟成長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 ,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 으나, 社會全般에 걸

친 지나친 경쟁과 物質萬能 풍조로 공동체 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칠어진 

社會氣風을 순화하고 人文情神과 전통 儒敎文化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社會共同體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

리 고유의 精神文化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금번 ‘第1回 21世紀 人文價値포럼’은 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안으로 우리 고유의 유교적 

인문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시 적 요구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人文價値의 새로운 비전을 提示하고 儒敎文化의 참된 價値를 되새기

는 소중한 契機가 될 것입니다. 본 포럼에서 主題發表와 討論을 해주실 國內外學者님들과 자리를 빛내주신 

儒林 어르신분들을 비롯한 靑少年 및 市民 여러분께 歡迎과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이끌

어 주신 李龍兌 한국정신 문화재단이사장님, 金炳日⋅金光億 포럼공동 표님과 포럼조직위원 여러분들의 勞
苦에 해 感謝드립니다.

거듭 유교문화의 참된 가치를 조명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축하드리며, 본 포럼을 통해 우리의 傳統文化
와 참된 선비정신이 世界에 널리 擴散되어 全 人類가 大同和平하는 契機가 되기를 所望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국회의원  김 광 림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35

축사

축  사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동 학교를 표하여 한국 정신문화의 성지, 아름다운 안동시에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 포럼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3월, 권 세 시장님께서 산동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처음 

이 포럼에 해 알게 되었고, 산동 학교에서 지난 5월 제3차 니산(尼山) 포럼을 주최 할 때 한국정신문화재단

과 안동시 정부 표단으로부터 참석 초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7월경 금번 포럼이 안동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흔쾌히 참가 초청에 응하 습니다.

산동 학교를 표하여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니산 

포럼”과 산동 학교 발전에 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5월, 금번 안동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산동 학교에서 특별히 개최된 제3차 니산포럼에서 “서로 다른 신

앙하의 인류 공통 윤리”라는 주제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지식을 공유하 습니다. 특히, 한-중 양국 학자들이 

유가윤리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 응하는 방향 및 니산과 도산의 유가윤리에 한 사명감 등,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유학의 가치를 리모델링 하고, 인문가치에 입문하는 출발점으로서 유학이 오늘날 세

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인문가치포럼은 니

산 포럼과도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어 향후 유학가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공통의 발전을 

모색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안동과 니산이 공히 유학 문화 교류

와 협력의 길을 구축하고, 두 개의 포럼이 한-중 인문 협력 증진의 중요 매개체로서 동방문명 확산에 기여하

기를 기 합니다.

산동 학교는 맹자의 고향이자 유학 연구에 좋은 조건을 갖춘 본고장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1950년  부터, 

산동 학의 저명한 학자들이 전념하여 유학경전의 연구에 매진한 결과 국내외로 주목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

다. 최근 몇 년간, 산동 학교는 유학연구 환경조성, 협업 체계 구축, 인재배양, 국제교류증진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여왔으며, 유학문화의 표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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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한국 문화 성지이며, 저명한 도산서원의 유학문화를 계승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왔습니다.

안동시는 유학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 으며, 한국 내 유교사상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

습니다.

니산 포럼 조직위원회 주석이신 쉬자루(许嘉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중 양국간 문명 교류의 

분야와 그 깊이는 매우 다양하며, 그 중 유교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깊은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번 포럼을 계기로, 산동 학교와 안동시간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공히 유학의 전승, 전파 및 

연구를 위해 힘쓰고, 유학의 보급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 합니다. 또는 유학연구 현 화, 통합

화, 국제화, 사회화, 나아가 아시아 및 UN 등 전 세계와의 유학 재통합 추진 등 유학과 세계 문명간 화를 

촉진하고, 전 세계와의 공생발전을 이룩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내실 있는 성과를 미리 축하 드립니다. 모든 귀빈 여러분들의 축복을 기

원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중국 산동 학교 총장  장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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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현  세계 속의 유교적 인문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4일간 인문가치 모색과 인문가치 실현 등을 주제로 진행될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안동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 성장에만 치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네 삶은 갈수록 팍팍해져만 가고 계층간, 세 간, 지역간 갈등의 골과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

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본연의 정체성을 잃고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는 물질적 가치에 

떠 려 인간 본성에 한 가치를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첨단과학의 시 에 왜 인문학에 눈을 돌리려 하는 것일까요?

황폐화된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유연한 사고와 감성, 공감의 윤리를 통해서 인류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인문학

적 가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각이 그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근본과 의미, 가치 등에 질문하는 사유활동을 통하여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인문학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안동향교에서 진행한 문묘제례를 시작으로 인간의 삶을 둘러싼 근원적인 주제들에 한 다양한 행사들이 4일

간 열리게 됩니다. 당초 목표한 로 인문정신, 선비정신,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융성⋅인문정신 진흥,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성숙한 인문정신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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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학교 총장  정 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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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와 유교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성찰

김광억 (金光億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동조직위원장 / 서울  명예교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왜 오래된 유교 가치관을 다시 생각할 것을 제창하는가를 말

하고자 한다.

21세기는 인류가 그 동안 줄기차게 실현해 온 소위 진속적인 진보의 연장선에서 볼 때 아주 희망차고 신나

는 미래를 약속해 주는 시 이다. 과학 기술의 무한하고 급속도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희망과 행복을 만끽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21세기는 발전과 풍요와 행복이 증 하는 만큼 새로운 불안과 고통과 분노가 또한 증 하고 있다. 그 이유

는 우리의 정보와 지식체계 그리고 인간관계와 가치와 윤리가 근본적으로 변하며, 또한 공정성과 공평성이 

훼손되어 사회적 균열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 진보 속의 퇴행

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래는 우리의 예측을 너머서 진행되고 있고 각자는 자신의 욕망에만 잡혀서 

경쟁을 일삼기 때문에 개인은 행복 속에서도 그 존재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평화롭지 못하며 만족스럽

지 못하다. 21세기는 발전 못지않게 이러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까닭은 한마디로 인간소외 때문이다. 즉 인간은 진보와 풍요에 탐닉하여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체계의 심각한 변질에 적응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피동적으로 그리고 거의 맹목적으로 변화의 물결 속에 휩쓸리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과 권리를 누리는 시 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성을 되찾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 간의 화와 이해를 

제안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마음이 인간다움에 한 자각과 실천의지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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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유학의 인문가치에 한 성찰을 제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까지 유학은 반시 적이고 

과거의 잔재로서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요소라고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다. 동아시아 전통에 한 자부

심이 근본적으로 뒤엎어진 계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과 한국이 서구세력에 의하여 패배를 당한 충격적

인 역사적 사건이다. 식자들은 철저한 자기비판을 하고 자기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서구적 가치관과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열망하게 되었고 지난 20세기는 현 화의 기치 아래 많은 성과를 

내었다. 서구화는 기독교의 확산과 서구의 세계지배 현실에 의하여 유일한 안으로 여겨졌으며 사회과학자

들은 아시아의 부정적인 측면은 유교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구적인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고 나아가서 80년  이래 아시아의 경제성장, 민주화, 인권의 실현은 유교가치에도 현 화

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서구적 가치에 한 보완 혹은 안적인 보편성의 가능성을 

유교에서 찾아보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첫째는 유교에 한 종래의 비판이 제한적이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다. 두 번째는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서구 지향의 현 화를 추구하던 그 문화운동 자체가 곧 유학 전통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儒者 즉 선비(士)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전체 사회에 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마음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북송의 張載는 <爲天地而立心 爲生民而立命 爲往
聖繼絶學 爲萬世開太平> 이라 하 다.) 그들이 세상의 正道를 논하고 실천하는데 身命(몸과 생명)을 바친 것

은 바로 그들이 유학의 가치를 몸에 익혔기 때문이다. 자기에 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道와 義를 

찾는 정신 곧 선비정신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지식인들이 민주화와 경제성장과 현 화의 주역을 담당하게 

만드는 문화 자본이다. 

이 두 가지의 깨달음 즉 우리 스스로 유교를 잘못 해석하 다는 점과 현 사회를 만드는 지적인 동력이 유

학의 선비정신에 있었다는 사실의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는 유교를 再讀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렇다고 하여 기독교나 서구의 가치체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서구 가치관과 

문명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곧 동양문명 특히 유교문명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분법적인 경쟁 혹은 양자택일의 논리를 배격한다. 왜냐하면 사랑, 용서, 배려, 인의, 도덕, 겸양, 검소, 

절제, 공동의 선, 정직, 성실  혹은 인의예지신과 염치의 그 모든 가르침은 유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불교와 

여타 종교의 가르침 속에 공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것으로써 어느 것을 체하는 식의 주장 

신에 서로 보완을 해야 한다. 

유교와 여러 문명이 달리 보이는 까닭은 그 설명의 방식과 언어의 차이 때문이다. 기독교와 불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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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초월적 존재”를 따를 것과 인간의 “사후세계”를 가르쳐준다. 유교는 “신의 섭리”라는 말 신에 “사람

의 도리”를 강조하며 사후 세계 신에 살아있는 동안의 “현세”를 말한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완전한 도덕세계를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인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자”를 따르는데 비하여 유교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본성”을 스스로 찾아내는 

修己의 道를 닦는다. 그러므로 유교는 知 즉 앎의 능력과 교육과 학문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한 윤리적 책임을 진다는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그 동안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받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까닭은 유교의 지식인들이 자신

의 세속적인 지위를 정당화하고 속화하기 위하여 유교의 본질을 왜곡했을 뿐 만 아니라 현실적 맥락에 적실

한 설명을 개발하는데 소홀하 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나는 한국사회의 유교적 기반을 성찰적으로 

재건하기를 제안한다. 

예컨  우리는 흔히 유교가 身分制的 그리고 性的 차별을 제도화하고 수직적 관계를 조장한다는 일반적인 

비판을 해결해야 한다. 차별과 수직적 인간관계는 유교의 본질이 아닐 것이다. 공자는 가르침 혹은 배움에 

있어서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有敎無類) 하 고 퇴계 선생도 신분이나 연령을 막론하고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 다. 

삼강오륜은 상하관계로 개인을 속박하는 봉건사회의 권력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경하는 예의를 말하는 것

이다. 공자는 남자가 여자에게 군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듯이 부인을 귀하게 여길 것

을 말했고 [<禮記 哀公問> 昔三代明王之政 必敬其妻子也有道 妻也者 親之主也 敢不敬與?] 陰陽觀에 의하면 

孤陰不生 獨陽不長이며 天下凡事 皆一陰一陽 乃能相生 乃能相養(太平經)이라 하 다.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나 경당의 따님 장씨는 가히 여군자라 할 만 하다. 전통시 에 우리의 선현들은 부부간에 존댓말을 하고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 다. 퇴계는 손자의 혼인에 부부간 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부의 도리

를 잃어버린다고 훈계하고 있다. 남녀 역할 분담은 환경적응의 역사적 단계의 한 전략이었지만 그것이 사회적 

권리가 되면서 남성 위주의 차별적 제도로 만들었으며 父系의 家系確立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취하 으니 

일종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君君臣臣父父子子이나 親親貴貴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 걸맞는 도덕성을 확보하고 그에 합

당한 예로써 하는 세상을 꿈꾸는 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느덧 이것은 신분

계급의 차별을 절 화하는 사상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들은 피상적인 해석에 얽매어서 심지어 유학을 한다는 

사람조차 貴賤이란 그 개인적 도덕의 수준과 담당할 자격을 말한다는 점을 잊어버리고 마치 사회의 혼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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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잘못을 범한다. 

우리는 흔히 論語의 첫 장을 말한다. 첫줄 學而時習之不亦說乎는 개인이 내면의 자기를 찾는 수양을 말한

다. 여기서 學이란 얕은 단편적인 기능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찾아내는 지적인 능력을 배우

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學과 知의 개념은 시험 답안을 익히는 것으로 전락하 다. 심지어 行有餘力 
則以學文이란 말도 아전인수를 한다. 이때 행함이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것인

데 공부는 안하고 보직을 전전하는 것을 말하는 양 호도한다. 공자도 이 세태를 탄식하여 古之學者爲己今之學
者爲人이라 하 으니 옛날에는 자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찾았는데 오늘날 배운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

주고 인정받기 위하여 지식을 찾는 것으로 되었다고 경계하 다. 

둘째 행은 有朋自遠方來不亦樂乎이니 나와 나의 바깥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修養을 하는 과정이며 방식이

다. 이는 德不孤必有隣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붕우란 뜻과 道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君子의 입장에서 

他者를 보는 입장이기도 하다. 즉 군자는 비록 현재 뜻이나 도가 다르더라도 일단은 친구로 맞아들여 교류를 

하면 마침내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는다. 물론 거기에는 仁義와 道德의 사회적 실천과정

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은 개인의 수양만이 아니라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과 배척과 기회 불공평과 

불균등의 제도적 장치를 극복하고 해결할 현실적 수단의 모색이 들어있는 것이다. 유교의 인간관에는 개인이 

잘못을 늬우치고 발전할 계기를 찾아내는 가능성에 한 신뢰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유교의 세계에서는 개과

천선할 기회를 허용하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일체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사사로

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줄을 가지고 배타적 집단을 만드는 패거리 문화에 가담한다.

세 번째 “人不知不慍不亦君子乎”는 修己를 달성한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즉 군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 현혹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修己之學이지 爲人之學이 아니다. 자기에게 충실하는 것은 남에게 충실

하는 것이다. 하회에 가면 무엇을 볼 것인가? 고래등같은 기와집들을 보고 재물을 부러워 할 것인가? 의정 

벼슬자리를 보고 관직의 높음을 추구할 것인가? 西厓는 신명을 바쳐 국난에 임했고 조용히 물러나 자신을 반

성하 다. 懲毖錄도 그 산물이다. 그는 권세를 휘두르거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고 직위로써 오만하지도 않았

다.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비난과 오해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시종여일한 자세로써 일생을 살았다. 이

는 그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우리가 退溪를 先生이라 칭하며 오늘날에도 존경하는 까닭은 그 분의 학

문과 벼슬이 높고 제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권력과 지위를 탐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도산의 골짜기에 

몸을 담고 한결같이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데에 스스로 즐거움과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누구에

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었고 누가 자신을 폄하에도 서운해 하지 않았다. 芝蘭生於深林不以無人不芳이라는 

孔子 家訓은 퇴계에 의하여 실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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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은 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주의를 설파하거나 각자 상호불간섭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勞使 집단, 政治 집단, 다양한 利益 
집단 사이에 이 구절의 의미는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적극적인 정신이자 행위 윤리의 근간

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忠恕는 핵심적 가치로 부각된다. 忠(中心)은 마음의 정곡을 꿰는 것 즉 

올바른 마음에 철저한 것이니 正道에 誠을 다하는 義이며 恕(如心)는 상 방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배려의 敬이니 곧 仁을 말함이며 차별없는 동사회의 道德이다. 

그러므로 本性(人性)의 회복과 함께 그 본성이 어디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곧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의미를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사회과학적 주제와 결합이 

되어야 한다. 한 예로써 <貧而無怨難 富而無驕易>는 부자가 겸손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나 가난한 자가 

원망을 하지 않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가난한 자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또한 가난을 탓하지 않는 군자

의 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儒者라면 마땅히 그 가난한 자가 가난으로 인하여 

세상을 원망하지 않도록 서로 긍휼히 여기고 돕는 정신을 고양시키며 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어느 입장에서 말을 해석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의 수양은 사회적 현실과 연관성을 지녀야 하는 것

이다. 유교옹호론자는 유교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와 정치행위 그리고 자본주의 혹은 경제행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까지 연결

되어야 한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문명 간의 화를 도모하고 비교학적 접근을 통하여 유교의 인문가치를 성찰적

으로 재조명하여 현 의 맥락에서 그 설명력을 모색한다. 그럼으로써 인류가 쌓아온 위 한 진보와 발전의 

여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려 한다. 그것은 유교의 이상향을 찾아나서는 복고적인 

몸짓이나 윤리결정론에 의한 도덕재무장 운동이 아니다. 또한 유교를 당위성으로서 말하는 경학의 차원을 벗

어나서 시 와 장소의 맥락에서 적실성 혹은 적합성으로써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가르침은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 타당하고 정의로

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시되어야 한다. 현 에는 현 적 적합성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仁義를 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강조에서 나아가 왜 仁과 義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그것을 실천할 때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현실을 바꿔야 한다. 사회적 실천의 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공허

한 말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군자 됨 혹은 인간 됨(being human)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현 의 실존적 맥락에서 갖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학이 경학을 넘어서 사회과학적 역에서 설명력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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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가 선비의 자질을 갖추어 태어난 사람들이다. 학력이나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

고 사람의 도리를 갈고 닦아서 세상의 질을 높이는 것을 자임하는 사람이 선비 곧 士이다. 다만 士가 오직 

시험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擧士, 글로써 개인적 삶을 즐기는 데에 탐닉하는 文士,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남에게 지식을 파는 才士, 학문의 차원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經士, 지식을 세상을 위하여 實踐하는 眞士로 

나눌 때 유교의 본질은 眞士 즉 참된 선비에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굳이 하는 까닭은 사실 유교 

사회의 이상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한때 특정 계급 혹은 신분집단의 특권적인 문화 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것이 전통시 의 문중과 조상의 그늘을 벗어나서 현 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중화될 것인가가 곧 유교가 보편적 가치로 되게 하는 첩경이 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유교

바탕의 보편적 가치는 家學이나 鄕學을 너머서고 그리고 國學을 너머선 世界人類의 學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21세기에 유학을 다시 논함은 유학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요 문명을 드높이기 위함이니 곧 문화를 깨우침이

다. 김구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 하고 우리의 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이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

안히 살아갈 수 잇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김구선생의 이 말씀은 바로 선비정신이자 이념이니 문화를 강조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국경을 초월하여 

참된 삶을 사는 보편적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저명한 인류학자 費孝通 교수는 그 정신의 실천

방법을 <各美其美 美人的美 美美與共 天下大同> 이라 말하 으니 우리는 그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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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의 운명, 과거의 계승과 발전, 인류에의 공헌

쉬자루 (許嘉璐 - 중국 니산포럼 주석)

존경하는 이용태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광억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문가 여러분,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

이용태 위원장님과 김광억 위원장님의 초청으로 저와 니산(尼山)포럼 동료들이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참석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니산 포럼의 조직위원회를 표하여, 또한 저 개인적으로 이번 안동

시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학술 회에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친구들의 성의에 부응하여 올해 3월, 이광림 위원장님을 표로 한국 의회와 안동시의 지도 인사 및 

전문가 여러분들이 산둥을 방문하셨습니다. 니산포럼 조직위원회의 사무처와 심도 있는 교류활동을 진행했습

니다. 올해 5월에는 이용태 위원장님 일행이 다시 니산포럼을 방문하여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방문을 통해 저희에 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용태 위원

장님의 주제강연 및 한국 표단과의 만남과 회의 등은 저희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0일이 지났지만, 저는 니산포럼의 동료들과 함께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일반

적인 ‘답방’이 아닙니다. 우의와 학습 그리고 협력의 길을 여는 방문입니다. 산둥과 안동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니산과 도산은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한 층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공자가 

세우고, 동방의 학자 이퇴계 선생이 널리 발전시킨 위 한 유학사상 덕분입니다.

니산포럼과 도산포럼의 취지는 매우 비슷합니다. 니산포럼이 철학, 신앙, 종교 및 윤리 분야에 다소 편중되

어 있다면, 도산포럼은 인문 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은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 두 포럼에 보이는 약간

의 차이는 서로 보완하고 호응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우리 두 포럼의 가장 큰 공통점은 유학을 널리 알려, 

오늘날의 가치혼란, 모럴헤저드, 상시적 위기상태의 세계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유학, 유가사항, 유가윤

리와 철학 등은 마땅히 인류의 다원화 된 지식창고를 채우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유학의 근본 혹은 핵심 및 정수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 음양의 화합과 변화에 가장 적합한 철학이념을 세웠

다는 점입니다. 유가사상의 ‘합법성(合法性)’은 일찍이 수천 년 동안 계승 발전된 나라와 민족, 지역의 생활, 

생산 활동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가사상이 신의 계시에서 발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율이나 신의 

징벌에 한 공포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몇 세 의 조상들이 생명과 현실을 중시하고, 

타인을 포용하는 관념을 계승했으며, 끊임없이 창조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체계화하고 이론화했습니다. 그 결

과 향력과 생명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근본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생존하고, 환경에 순응하며, 우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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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 신중하게 사고하는 토양에 뿌리내렸습니다.

공자가 탄생한지 256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사상은 여전히 그 향을 받은 민족과 국가에서 높

은 가치를 존중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자사상 본연의 속성과 끝없이 발현되는 힘 외에 역사적으로 많은 선

현의 피나는 연구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시 와 지역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부단히 

계발하고 전파하며 그 사상을 널리 발전시켰습니다. 후  사람들이 유학을 크게 발전시킨 원동력은 사상의 

무한한 생명력과 적응력에 기인합니다.

물론 수많은 걸출한 유학자들이 이어져 왔지만, 연구와 실천, 학설의 체계등이 가장 뛰어났던 집단은 송

의 관(關), 렴(濂), 낙(洛), 민(閩 등 네 학파이며, 그 중 주희의 학문적 성과가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인문성이나 윤리론은 엄격하게 말하면, 모두 철학의 범주에 포함되며, 동양의 이성사변(理性思辨)을 

거쳐야 합니다. 즉, 형이상학의 단계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상자위지도, 형이하학위지기(形而上
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도(道)는 원하고, 기(器)는 때에 따라 변합니다. 유학은 사람이 근본입니다. 사

람을 천지, 사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많은 관계의 교차점으로 봅니다. 천지인(사회)의 규율은 바로 도입니다. 

기는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입니다. 주자가 위 한 이유는 선 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가의 완전한 형이상학적

인 체계를 세우며 원천적인 심성(心性), 이기(理氣), 함양(涵養) 등의 이론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현 철학 

용어로 설명하자면, 주자의 학설은 본체론,인식론, 지식론, 가치론 및 도덕론을 포괄합니다.

한국은 13세기에 주자의 <가훈(家訓)>, <가례(家禮)>를 받아들 고, 고려,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퇴계 선생

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 습니다. 그는 평생 주자학을 마음에 새기고 널리 발전시켰습니다. “항상 갈고 닦으

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해동고정(海東考亭)이라는 명예는 퇴계 선생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가 저술한 한국 이학전통에는 “우리 동방이학은 정포은(몽주)을 조종으로 삼고, 김한훤, 조정암을 

우두머리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현을 존경하는 깊은 겸손이야 말로 그가 강조하는 ‘경(敬)’과 ‘행(行)’의 실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십 년의 차이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놀라곤 합니다. 공자는 난세에 태어나 

예가 무너지고 패권을 부르짖는 시 를 살며, 인과 예를 외치며 수양했습니다. 기울어진 세를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했습니다.(知其不可而为之)” 그래서 태사공은 “공자는 진과 채에서 

고생하시고 <춘추>를 지으셨다(孔子戹陳蔡, 作春秋)”고 탄식했습니다. 주자는 공맹 사상을 이어 받았습니다. 

세상은 오 의 황당한 시 를 거쳤으며, 국력이 아직 약했고, 북방의 위협과 사상의 혼란이 남아 있던 시기

습니다. 그래서 그는 횡거 선생, 염계 선생, 이정(정호, 정이) 선생 및 송나라 이래 학자의 학문을 따르며 집

성했습니다. 이(理), 기(氣), 심(心), 성(性)등은 공맹의 사상과 같습니다. 인(仁)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겨 사람

의 마음을 구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며, 태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공맹의 도리는 사회의 생산과 생활의 

실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사회와 천지의 규율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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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선생의 시기는 주자 시절부터 300년이 늦은 때이며, 한국에는 자연재해 및 사람에 의한 화(人禍)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특히 네 차례의 ‘사화(士禍)’는 국가의 기운을 흔드는 인재 습니다. 퇴계 선생이 이름을 

얻고 공직에있었던 시기에도 두 차례의 사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림(士林)의 화가 중엽

부터 일어났는데, 폐조(廢朝)의 무오사화(戊午士禍)와 갑 자사화(甲子士禍)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종조(中
宗朝)의 기묘사화(己卯士禍)는 현인(賢人) 군자(君子)가 모조리 큰 죄를 당하 습니다.”, “지난 일들을 기록하

여 앞날의 큰 경계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大戒)는 생활 중에 실천으로 보입니다. 칠진칠퇴 등 사의를 

여러 차례 표하고 나서 50세에 이르러결심을 내리고 관직을 떠나 도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퇴계는 독선(獨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맹, 정주(程朱)와 같이“선비는 도를 행하며, 벼슬을 추구

하지 않는다.”고 했고, “뜻을 얻어 세상에 나가면 천하를 위해 봉사하겠다(達則兼善天下)”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저술과 강의활동을 했습니다. “비록 은퇴한 지 오랜 시간이 흘 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더 늘어났습니다. 학자들과 국사를 논할 때면 걱정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보잘것없는 책이 많

으면 걱정이 늘어난다.”고 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무진육조소(戊辰六條疏)>를 통해조정에 뜻을 표했

습니다. “계통을 중히 여겨 인효를 온전히 해야 한다(重繼統以全仁孝).”면서 이를 수신치국의 기본으로 삼을 

것을 간언했습니다. 그 뜻과 충성스런 마음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공자는 “숨어 살면서 뜻하는 바를 추구하고, 

의를 행하여 도를 통달 한다고 하는데, 나는 말로는 들었으나, 그런 사람은 보지 못하 다.”고 말했는데, 퇴계

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계의 학문은 오늘날까지 향이 큽니다. 유학은 세계의 걸출한 사상 학술 (예를 들면, ‘축의 시 ’에 등장

하여 세계에 명성을 떨친 철학, 신학 및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 혹은 그 사상을 배출한 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닌 세계가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널고 심오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발전과 실천 

역시 우리 두 나라와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정신 자산입니다.

현재는 퇴계 선생의 시 에서 다시 500년이 흘 습니다. 그때와 달리 사람의 지식, 생활 및 활동 범위가 

세계의 곳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에 해 말할 때,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갖가지 현실모

순 문제 등은 공맹시 , 이정(二程)과 주희 및 퇴계 시 와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처한 고통과 재난은 물질문명의 풍요와 발달로 인해 앞선 선현들의 시 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농경

시 의 사회위기는 한 국가 혹은 민족, 또는 관련 주변지역에서만 발생했고, 범위를 더 넓혀 봐도 바다 건너편

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 와 그 생산품이 유발한 위기는 이미 유무형의 모든 경계와 충돌

했으며, “글로벌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보편적 세계화’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재난이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달라진 건 범위와 정도, 형식 그리고 속도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선 부터 쌓아온 유가의 지혜가 앞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정신적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이성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산업화 이후 인류

의 문제는 물질주의가 인문주의를 무너트렸고, 육체적 욕망이 정신을 압도했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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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大同)’, ‘이상국(理想國)’, ‘천상의 나라(天上之國)’ 및 유토피아에 한 기 는 이미 오늘의 이윤과 내일의 

권력에 의해 체되었습니다.

유가는 인문정신, 윤리가치 및 동이상 등을 강조합니다. 이는 물질, 욕망 및 이윤에 한 부정과는 다릅니

다. 물론 유가 내부에서 이(利)와 의(義)의 관계에 한 논쟁은 오래된 주제이긴 합니다. 가장 유명한 논쟁은 

역시 진량(陳亮)과 주자(朱子) 간의 ‘이의지변(利義之辯)’입니다.

이 문제에 해 퇴계 선생은 매우 독특하고 명확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유가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오늘날의 적 위기를 파악하도록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역⋅건⋅문언(周易⋅乾⋅文言)>은 “이는 의의 화합(利者, 義之和也)”이라 합니다. 퇴계 선생은 <황중거

에게 거듭 답하다(重答黃仲擧)>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夫以利爲義之和, 則利不在義之外, 正義而利在其中矣. 蓋利字之義, 循其本而言, 只是順遂便益之名, 君子之
處事以義, 未嘗不順遂便益, 故曰: “利者義之和.” 如云“循天理則不求利而自無不利”者, 是也. 若以利爲人欲, 則
天理中一毫著不得, 何云義之和耶? 大抵此利字私字皆與尋常利私字逈然不同. 이(利)라는 것은 의(義)의 화(和)

이다. 이 말은 이(利)가 의(義) 밖에 있지 아니하며, 의(義)에도 이(利)가 있다는 뜻입니다. 개 이(利)라는 

글자의 뜻을 본래 로 말하면 다만 순리로 편익(便益)을 이루는 것을 이름한 것입니다. 군자(君子)가 의(義)로

써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로 편익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이라는 것은 의의 화이다.”라고 한 것이니, 

예컨  “천리를 따르면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이(利)

를 인욕(人欲)이라고 한다면 천리 가운데는 터럭 하나도 붙일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의(義)의 화(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이 ‘이’ 자와 ‘사’ 자는 모두 일반적인 ‘이’나 ‘사’ 자와는 현격히 다릅니다.

(출처: 한국고전종합DB)

<정자중에게 답하다(答鄭子中>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했습니다.

窮而買田, 本非甚害理. 計直高下之際, 約濫從平, 亦理所不免. 但一有利己剋人之心, 便是舜ㆍ跖所由分處. 

於此亟須緊著精采, 以‘義’⋅‘利’二字剖判, 才免爲小人. 卽是爲君子, 不必以不買爲高也. 然此等事, 留心之久, 

易陷人於汚賤之域, 切宜常自激昻, 庶不墮落也. 

밭을 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고하를 계산할 때, 넘침과 평탄이 있음에 이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순척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는 세심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의(義)’와 ‘이(利)’ 두 자로 나누어 판단하면 소인이 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즉 군자는 사지 않는 것이 고귀하지 않다고 할 필요가 없으며, 그 후 일을 기다립니다. 마음을 오래 둔다면 

쉽게 더러운 수법에 빠져 항상 격앙되고 자연히 타락합니다.

종합하면, 그의 의이(義利)관은 공자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克己復禮)’에 한 해설이자 발

현이며, 이익 앞에서 의를 잊고(見利忘義), 부귀를 위해 인을 저버리는(爲富不仁) 행위에 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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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볼 때 그 의미는 매우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이는 퇴계 선생이 주자학을 발전시

킨 사례 중 하나입니다.

퇴계 선생의 <십성도(十聖圖)>는 매우 유명한 저작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수많은 유학 고서 중 정확한 

우주관, 가치관, 윤리관을 배울 수 있는 학습서입니다. <십성도>는 주돈이(朱敦頤)의 <태극도(太極圖)>로 시

작하여, <숙흥야침잠(夙興夜寢箴)>으로 끝납니다. 조리 있고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치 합니다. 초심자에게 유

용한 학습서이자 길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는 태극도의 유래와 무극태극의 관계에 한 논쟁 

및 심(心), 성(性), 정(情)의 판단등 유학의 역사에서 유명한 쟁송은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구성에는 

그의 관점과 자기수신 등으로 얻은 성과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퇴계 선생이 이학의 변화와 혁신에 한 당시 한국의 상황을잘 정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세계에 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퇴계학문의 다른 분야를 보면, 예를 들어 “순수하게 집중하여 중도를 지키는 것(精一執中)”이 “학문을 이루

는 방법(爲學之大法)”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이상학 방면에서 ‘심(心)’의 본체성을 분석하며 그 자주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답교질문‘중용’(答喬侄問‘中庸’)>)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치지(致知)’
와 ‘역행(力行)’의 관계에 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앎과 실

천’을 “마차의 두 바퀴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두 다리는서로 기다리며 함께 간다.” 등의 

통속적인 비유로 설명한 점입니다. 이렇듯 선명하게 지행합일을 주장하는 모습은 왕양명과 비슷한 점이지만, 

퇴계 선생이왕양명 보다 조금 앞서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진리에 국경은 없습니다. 퇴계 학문은 한국에 속해 있지만 세계의 학문입니다. 특히 당 의 사람들이 조화, 

평화, 안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학자들이 일찍이 퇴계의 학문을 

연구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량치차오(梁啓朝) 선생의 시 한 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퇴계 선생에 한 

근  중국학계의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蘶蘶李夫子, 繼開一古今.

十圖傳理決, 百世召人心.

雲谷琴出潤, 濂溪風月尋.

聲敎三百載, 萬國乃同欽.

거룩한 퇴계 선생, 고금을 잇네.

십도의 이결, 세세손손 마음을 움직이고

학문과 예술은 주자, 돈이 못지않고, 높은 기상 이를 데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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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과 교화가 삼백년 미치니, 모두가 공경하네.

시에서 ‘운곡(雲谷)’ 행은 주자와 돈이를 비유한 것입니다.(주자는 운곡에서 놀기를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금출윤(琴出潤)은 범중엄(范仲淹)의 <여당처사서(與唐處士書)> 중 거문고 소리로 ‘화윤이원(和潤而遠)’을 묘사

한 것입니다.) ‘계개(繼開)’는 사실을 그 로 표현했습니다. ‘만국(萬國)’은 량치차오 선생이 동시 의 학자보

다 먼저 퇴계 학문의 세계적 가치를 알아봤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중한 양국의 

유학은 친형제 관계이며, 마땅히 함께 협력하고, 유가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세계에 소개해야 합니다. 이는 당

연한 의무입니다.

도산포럼의 개최는 한국과 세계가 신인문주의 및 인류공동의 신 윤리를 세우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도산포럼이 하루빨리 명성이 자자한 토론의 장이 되어 인류를 자기파괴에서 구하는 학술의 무

가 열리기를 기 합니다. 동아시아 등 아시아 륙과 세계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신성한 사업에 우리 니산포럼은 도산포럼의 성실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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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가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마티나 도이힐러 (Martina Deuchler - 국학술원 회원) 

‘유교가 세속적인 현  사회를 문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논쟁의 상이 됐으나 21세기 초반에 들어선 지금도 적절한 해답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평가들은 

유교가 현  사회의 필요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반면, 유교의 옹호자들은 현시 의 병폐에 

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유교의 오랜 인본주의적 전통에 주목한다. 비평가와 옹호자 양측 모두 개인주의, 

합리화 그리고 관료화로 특징지어지는 환경에서의 의미에 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득력 

있는 윤리 원칙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어쩌면 불교와 기독교와 의미 있는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민간 종교로서– 
유교의 부활을 위해 분투하는 이들의 열망을 만족시켜 줄 해답이 등장할 수 있을까? 

역사학자로서 나는 지난 40여 년을 한국 사회와 그 지식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쏟았다. 나의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유교이며 특히 성리학의 유입이 한국 전통 사회에 끼친 향이다. 나는 한국 현 화 과정의 예리한 

관찰자 고, 국가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관습과 의식과 행동 패턴의 빠른 변화들을 목격했지만, 

지난 50년간 발생한 사회적 괴리와 과잉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유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해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 학회의 주최자들의 권유로 몇몇 생각들을 소개한다. 

안동 학회의 주최자들은 야심 찬 의제를 선정했다: 이 세상을 더 인간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

는 가치들을 유교에서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의 전제는 무엇일까? 본 학회의 개최지로 안동을 

선정함으로써 주최측은 개회 성명을 발표한 듯 보인다: 학회 개최지를 선정한 기준은 유교 사상과 관례의 전

통에 있었던 듯 하다. 안동은 특별히 오랜 유교의 역사가 돋보이는 곳이다. 사실 안동은 아직도 매일의 삶이 

위 한 유교 사상가 퇴계 이황(1501-70)이 전파한 원리들과, 여전히 전국적으로 많은 구경꾼들을 끌어당기는 

퇴계 이황의 사당인 도산서원과 같은 의례 문화에 의해 움직이는 유교의 마지막 요새로서의 명성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위 한 철학가를 기념하는 것 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 발표의 목적은 오늘날 인류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퇴계 이황 사상 속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특별히 “스스로 깨우치는 것”에 한 이황의 강조는 교육을 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삼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자신에 한 보다 깊은 인식은 가족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결국 책임감이 

있는 시민 의식으로 이어진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과거 한국의 사상과 관습의 원동력이 되었던 유교 경전인 

 학(大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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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색체가 없어 현실 세계에 보편적인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한국에서 유교의 역할에 한 개요 서술을 계속하기 전에 지난 300년간의 한국 역사에서 유교(여기

서 유교란 성리학을 의미한다)의 의미를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이 종종 

“동양의 가장 유교적인 국가”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의 유교는 단지 몇 세기밖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며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5세기 초반 성리학은 국가와 사회를 재건하는 실용적인 지침서(종종 “실학[實學]”, 즉 실용적인 학문이

라 불렸다)로서 한국에 유입되었다. 다시 말해, 성리학이 당 의 환 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하다고 느끼는 일련의 지침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시작부터 

성리학은 권력과 긴 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초기 성리학의 이러한 실용적 적용은 16세기 전반에 걸쳐 토

착 유교 사상의 성장을 장려한 보다 이상주의적인 경향으로 체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의 유교화”라고 

부르는 변화는 이와 같이 몇 세기 동안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18세기 초반에는 “유교사회”라 불리기에 

이르 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러한 수식어는 엘리트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유교화에 해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유교 사상과 관습이 주입되는 사회적 기반을 감안하는 것을 잊곤 한다. 

예로부터 한국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분명하게 나뉜 계급 사회 다. 피지배계층의 사회 구조에 해 많

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엘리트 계층은 가문 단위로 모여 출생과 가계를 통해 통치권을 상속했으며 이러한 

계승은 부계와 모계 양쪽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은 형제간의 동등함과 성적 평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친

족사회 다. 유교사회의 패러다임이 유입되면서 이 기본적 가치들은 엄격한 부계 시스템으로 체되었으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존 양계사회의 전통이 유교적 부계사회의 정착을 가로막았다. 다시 말해, 

기존 전통과 동화된 유교적 양식의 통합은, 유교 사회의 외형을 지녔으나 중요한 토착 전통 요소를 보존하고 

있는 ‘타협적 사회안’을 낳았다. 게다가 유교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다. 반 로 한국의 유교는 상당 부분 

엘리트의 전유물로 남았고 계층성을 유지했다. 오늘날에도 과거 한국 유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전

통 규범과 가치들은 흔히 “근 화”라 알려진 현상과 함께 서서히 자리를 잃었다. 

유교의 중심은 교육이다. 실제로 “수학(修學)”은 유생들의 표상이 되었으며 왕부터 백성까지 유학의 원리와 

가치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유학자들의 가장 중 한 관심사 다. 힘든 배움의 기간을 거쳐야 응시할 수 

있었던 과거제도는 엘리트계층에 유교 지식이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효, 충과 같은 몇몇 기본적

인 가치들이 사회적 동의를 매개로 심지어 피지배계층까지 전파되었다. 의식주의, 그 중 특별히 조상 숭배는 

여전히 지배계층의 유교 문화를 잘 드러내는 주요 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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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교 수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독서 위주의 집단이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성균관에서, 사적으로

는 서당의 고독 가운데 행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서당들이야말로 중앙 권력에게 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
중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선구자로 평가 받아왔다. 다시 말해, 서당들은 정부의 통제 밖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주의적인 전통을 장려했던 비정부 기관들로 간주된다. 사실 이 서당들은 적어도 17세기 동안 학문을 닦는 

중요한 장이었다. 그러나 정계가 파로 나뉘게 되면서 서당들은 숙명적인 정치적, 사회적 립에 휘말리게 되

고 그 어떤 종류의 자유로운 표현도 억압 당하게 됐다. 그러므로 서당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21세기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유교의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유교의 교육 원리에 이러한 요소들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안동은 한국 역사

상 가장 위 한 교육자 중 한 명인 퇴계 이황을 낳은 곳이므로, 그의 교육에 한 견해와 방법론을 잠시 언급

하고자 한다. 

이황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타당성을 지니는 학습 방식을 강조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닫기”이다. 이것은 

“책이나 어떤 상의 의미를 스스로의 힘으로 깨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황은 과거 시험을 위해 규격화 된 

학습 방식을 ‘거짓 배움’이라 일컬으며 경시했다. 반면에 진정한 배움이란 개인의 참여를 수반하고, 공부를 

개인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라 여겼다. 이렇듯 이황은 성리학 사상을 기반으로 모든 개인이 독창적인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펼쳤다. 이황은 주희(朱熹)의 유교 경전에 한 해석을 절절이 따랐기 때문에 그가 

“학생은 가장 먼저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정이(程頤)의 성리학 교리를 지지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

럼에도 이황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만의 성향을 개발해 학문에 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것을 장려했

다. 이황은 종종 주희 학문의 정수인 격언을 인용했다: “진정한 배움은 한 사람이 타고난 덕을 성장하게 한다”. 
배움은 그러므로 자신을 인식하는 내면의 과정이며 외부의 자극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황에게 “깨달음을 얻

는 것”에 이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단축해 줄 명상의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었다.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것이 더 이상 현 의 교육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리학의 배움에 

관한 가르침이 어떻게 현 적으로 재해석되고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깊게 만들지 조명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다.

 

성리학의 “스스로 진리를 찾기”에 한 강조는 유생들간의 관계를 끊어 놓지 않는다. 그 반 로, 담화를 장

려한다. 과거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전통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교실에서의 활발

한 토론에 지장을 준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독창성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성리학의 이념을 고려할 때, 언제나 

수용되진 않더라도 화야말로 이 독창성이 의미를 지니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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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능성 인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기수양은 근본적인 개인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반 로,  학(大學)에 따르면 자기수양은 인간성 개발

의 첫걸음이며 가족 관계를 보다 조화롭게 한다. 흔히 오륜(五倫)이라 불리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

(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은 오래 동안 인간관계의 기반으로 

전파되었다. 이 중 군주에 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군신유의와, 부모의 가르침에 한 절 적 순종

을 의미하는 부자유친은 독재적 과거의 상징으로 비난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군신유의를 제외하면 오륜은 

개인이 사회에 속한 방식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효의 가치는 더 이상 절 적이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핵심 

가치를 이루며 보통 유교적 기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조상 숭배 문화는 이 효의 연장선에 존재한다. 

현 의 급격한 도시화의 조건 하에 오륜은 본질을 상당히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기회를 찾아 가

족과 가문의 일원들이 흩어졌을 뿐 아니라 최근의 헌법 개정이 남녀 불평등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혼은 쉬

워졌고, 딸들은 다시 한번 제한된 유산 상속의 권한을 얻었다. 여성의 입지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개선되었다. 남성이 장악하고 있던 기관들에 여성의 해방이 끼칠 향

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가령, 늘어나는 남아 비선호로 인해 딸들이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면 조상 

숭배의 문화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발전을 감안해서 우리는, 비록 기존에 남성을 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성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유교적 원리를 찾아야 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한 원리들 중 하나는 정 또는 인정의 원리이다. 

논어(論語)에 따르면 이것은 사익을 굽히고 공익을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사실 최종

적으로 인간애에 이르고자 하며 완전한 선을 추구하는 자기수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인정의 개념

은 성리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자제력과 자기교정을 수반하며, 그리하여 사회의 의를 위해 책임

감 있는 시민으로 변모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별에 상관없이 현시 의 과잉을 해결

할 가능성이 있는 이성적인 행위이다. 

위에 언급한 것들이 내가 이 학회의 주최자들이 물질적 풍요의 압박보다 인간 존재의 안녕이 우선시되는, 

보다 계몽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학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에 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나열한 몇몇 임의적인 

생각들이다. 내가 주장했듯이, 보다 성취감을 느끼는 개인의 존재와 나아가서 보다 계몽된 사회로 우리를 이

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유교의 교육관과 개인의 자기발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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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윤리와 청렴한 정치

장리원 (張立文 - 중국 인민  일급교수/공자연구원 원장)

[요약]

윤리는 인간의 사회관계 혹은 세  간의 도리, 원리, 규범의 총합이다. 오늘 날 윤리는 협의의 사회관계를 

넘어섰으며, 인간과 자연, 사회, 심령, 문명 등의 각 역의 윤리관계로 확 되었다. 중화민족의 전통 윤리에

는 광 하고 심오한 윤리도덕의 정수가 있으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윤리도덕을 계승⋅발전시키고 있으며, 반

부패와 청렴에 해 특수한 가치와 현실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민족의 흥망성쇠, 국가의 존망, 개인의 안위

에 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화의 우수한 윤리도덕을 제창하고 실천하며, 정의와 봉공을 중시하고 탐욕 없는 

청렴한 정치를 세워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오늘 날의 급선무이다. 우리는 바른 품행의 청렴정치를 발전

시키고, 사리를 탐하지 않으며,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한, 염치를 아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는 개인(立身), 나라(立國), 세계(立世)를 세우는 근본이다. 또한 개인(治身), 국가(治國), 세계(治世), 

정치(治政), 경제(治經), 학문(治文), 군사(治軍) 등을 통솔하려면, 윤리도덕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

[관련어휘]  윤리도덕, 공평정의, 염결봉공, 불탐불음, 성신무사, 

[글 쓴 이]  장리원, 중국인민 학 공자학원 원장, 철학 교수.

Ⅰ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윤리관계가 생기며, 이후 이웃, 급우, 선생님, 친구, 동료와의 

윤리관계로 확 된다.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는 사람의 생존 및 생활방식을 구성하며, 특정 윤리관계는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국어⋅정어(國語⋅正語)>는 “다섯 가지 교육을 통해 백성을 보호

하고 키울 수 있다.(商契能和合五敎, 以保於百姓者.)”고 했다. 오교 (五敎)는 부의, 모자, 형우, 제공, 자효를 

가리키며, 윤리도덕의 관계를 구성한다. 유년시절,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애롭게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

다. 자녀가 자란 후에는 부모에 효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자는 “지금의 효자는 부모를 능히 먹여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와 말도 먹여서 키우고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짐승과 구별하겠는

가?”라고 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동물을 키우는 것과 구별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

며, 높이 우러러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구별의 기준이자 윤리도덕 규범의 체현이다.

윤리의 윤(倫)은 세 , 종류를 뜻하며, 리(理)는 조례, 도리를 말한다. 윤리는 이를 간추린 말로써,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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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 부류 혹은 세  간의 도리, 원리, 규범 의 총합이다. 주희(朱熹)는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
示)>에서 “오륜의 원리이자 규범으로써 ‘상계능화합오교(商契能和合五教)’의 사상에 따라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조선의 주자학자인 이퇴계는 도산서원을 열고 주희

의 <백록서원동규(白鹿書院洞規)>의 오륜을 근본으로 교육의 취지로 삼았으며, 구체화하고, 실천을 교육하여 

백성들이 배우게 했다.

경제 글로벌화, 과학의 일체화, 네트워크의 확산, 지구촌화의 환경에서 윤리는 이미 협의의 인적 사회관계

를 넘어섰으며, 사람과 자연, 사회, 심령, 문화 등 각 역의 윤리관계로 널리 퍼졌다. 즉, 자연생태윤리, 사회

인문윤리, 인 간 도덕윤리, 심령정신윤리, 문명가치윤리 등이 있다.

 

<자연생태윤리>

인류의 활동이 육지를 넘어 하늘과 달, 바다에 이르면서 세계성, 우주성의 생태충돌과 위기를 만들어 낸다. 

천지인(天地人) 곳곳에 전방위적 윤리관계가 형성되었다. 화합학(和合學) 원리에 따르면, 우선 “천지만물본오

일체(天地萬物 本吾一體”원리로 인류는 본래 천지만물의 한 종이다. “민오동포, 물오여야(民吾同胞, 物吾與
也)” 만물과 나(인류)는 동반자이자 친구이다. 예를 들어, 인류 와 천지 자연만물은 성신윤리를 따라야 하고 

서로 보살피며 해치지 않는다. 본 오일체의 천지만물로서, 천지만물을 해치는 것은 인류 자신에게도 해롭다. 

둘째, “이타평타위지화(以他平他謂之和)”원리이다.  인류와 천지만물은 타자와 타자의 관계로 평등하다. 인류

는 타자(천지자연만물)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호혜, 상호보완의 윤리관계를 세워야 한다. 이로써 인류와 자연

만물 간에 융합하고, 조화로운 경지에 이른다. 셋째, 천지합덕(天地合德)의 원리이다. 인류는 천지, 일월(日
月), 사시(四時), 귀신(鬼神)과 덕명, 질서, 길흉을 함께 하며 고도의 조화⋅균형⋅협조⋅병존을  이루며, 상서

로 배척하지 않으면서 천지와 함께 천인합일에 이른다. 자연생태윤리의 인문화는 천지동륜(天人同倫), 물아동

락(物我同樂) 으로 인문주의 정신을 실현한다.

<사회인문윤리>

공자(孔子)는 “도에 뜻을 두고 덕을 지키라(志於道, 據於德)” 했다. 주희(朱 熹)는 도덕에 다음과 같이 해석

을 했다. “도(道)는 고금의 도리로서 부모의 자애, 자식의 효, 군주의 어진 마음, 신하의 충성 등으로 공공 

기본 도리이다. 덕 은 이러한 도를 실천에서 얻은 것이다. 즉 ‘군자는 반드시 어진마음이 있어야 하며, 신하는 

충성스러워야 한다.’ 등은 모두 스스로 얻는 것이다.”2) 도덕의 도는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

라야 하는 기본 원리이다. 덕은 공공 기본원리의 실현이며, 행동의 규범이다. 도덕은 사회공공의 도덕규범으

로 주체가 그에 해 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원리 지켜야 한다. 1) 인의예지신(仁義禮
智信)이다.  사람은 측은(惻隱), 수오(羞惡), 사양(辭 讓), 시비(是非), 성신(誠信)의 마음과 행위를 지닌다. 이

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하는 기본 준칙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2) 부자자효(父 慈子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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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충(君仁臣忠)이다. 효성과 우애(孝弟)는 사람의 근본이며,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

다. 공자는 “효가 곧 충이다(孝慈則忠)” 라고 했다. 3) 신독자성(愼獨自省)이다. <중용(中庸)>은 “군자는 보이

지 않는 인류가 생존하는 세계의 의식주용행(衣食住用行)의  모든 자원은 천지자연의 만물에서 온다. 인류와 

천지만물은 상호존중의 ‘이타평타(以他平他)’의 화합을 실천해야 한다. 인류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윤리와 도덕

의 자각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람은 사회의 일부분이며, 사람과 사람이 사회의 구조를 이룬다. 사람 이 복잡하

면 사회구조도 복잡해진다. 생명, 개체, 군집, 민족, 국가, 천하 우주 등의 이익과 필요 사항도 다르다. 협조, 

균형, 조화 사이의 이익과 수요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첫째는 사회정의원칙으로 공정한 도리와 가치추구를 

가리킨다. 순자(荀子)는 재물과 이익을 숭상하며,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저속한 사람이라 했다. 서양에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래,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와 수준에서 정의를 논했다. 둘째는 사회공정원리이다. 

이는 사회발전이 충족하는 인민의 기본 권리와 다양한 수요를 측정하고, 사람의 화합이 이를 수 있는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식 정도민주의 인문주의 정신을 실현한다. 셋째는 사회인애(仁愛) 원칙이다. 사회정의와 

공정원칙은 외부의 법률과 제도의 보호 및 협조, 보장 외에 내재적인 관 한 인애의 마음이 필요하다. 자유와 

법률의 충돌과 조화, 타인을 의지하면서 이용하는 상충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서방의 정치체제로서

의 민주와는 다르다.

<인간도덕윤리>

공자(孔子)는 “도에 뜻을 두고 덕을 지키라(志於道, 據於德)” 했다. 주희(朱 熹)는 도덕에 다음과 같이 해석

을 했다. “도(道)는 고금의 도리로서 부모의 자애, 자식의 효, 군주의 어진 마음, 신하의 충성 등으로 공공 

기본 도리이다. 덕은 이러한 도를 실천에서 얻은 것이다. 즉 ‘군자는 반드시 어진마음이 있어야 하며, 신하는 

충성스러워야 한다.’ 등은 모두 스스로 얻는 것이다.”2) 도덕의 도는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

라야 하는 기본 원리이다. 덕은 공공 기본원리의 실현이며, 행동의 규범이다. 도덕은 사회공공의 도덕규범으

로 주체가 그에 해 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원리 지켜야 한다. 1) 인의예지신(仁義禮
智信)이다.  사람은 측은(惻隱), 수오(羞惡), 사양(辭 讓), 시비(是非), 성신(誠信)의 마음과 행위를 지닌다. 이

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하는 기본 준칙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2) 부자자효(父 慈子孝), 

군인신충(君仁臣忠)이다. 효성과 우애(孝弟)는 사람의 근본이며,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

다. 공자는 “효가 곧 충이다(孝慈則忠)” 라고 했다. 3) 신독자성(愼獨自省)이다. <중용(中庸)>은 “군자는 보이

지 않는곳을 조심하고,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어두운 곳보다 잘 드러나는 곳은 없고, 미세한 곳보다 

더 잘 나타나는 곳은 없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 다”라 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일에 해서는 신중해진

다. 들을 수 없는 상황 에서는 두려워한다. 아무리 은 하고 미세한 것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 이며,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군자는 항상 수양을 해야 한다. 수신양성(修身養性)에는 

스스로 깨달음이 필요하다. 증자(曾子)는 “하루 세 번 반성하라(吾日三省吾身)”고 했다. 자성(自省)은 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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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행위가 도에 합당한지를 자각하고 반성하는 일이다. 이는 자기반성과 자율, 자강 의 정신이다.

<심령정신윤리>

심령윤리 도덕활동은 보통 지(知), 정(情), 의(意) 등의 활동이다. 심령의 고통, 우울, 번뇌, 고독, 초조, 걱

정 등은 윤리도덕 정신활동에서 협조, 균형, 조화를 얻어야 한다. 심령정신윤리의 인지활동에는 주객통일 규

칙, 실천규칙, 가치규칙과 감정활동의 중화규칙, 인자규칙, 선악규칙 및 의지활동의 자주규칙, 자율규칙, 자

존규칙 등은 심령윤리 정신이 진선미의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

<문명가치윤리>

<주역⋅분⋅단>(周易⋅賁⋅彖)에 이르기를, “문명에서 그치니 인문이다. 천문을 보아서 때를 살피며 인문

을 살펴서 천하를 화하여 이룬다.”라 했다. 문명과 인문은 서로 관계가 있어, 문명이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이 

인문주의 가치의 실현이다. 문명의 인문가치를 지키면 천하를 이룰 수 있다. 천하는 다원적이어서 200 여 개

의 국가와 2,500개의 민족과 종교가 있다. 만약 문명의 인문가치로 각종 충돌과 위기를 처한다면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수필화이제(讐必和而解) 원수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각 국가, 민족, 종교 사이에 평화공존을 

할 수 있다. 문명의 인문가치는 각 민족, 국가,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 배우고, 평등하게 바라

보며, 조화롭게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명가치 윤리의 기본 조건이다.

자연생태, 사회인문, 도덕, 심령정신, 문명가치 등의 윤리는 중화민족 정신의 맥이며, 중화민족의 선인, 현

인들은 그 생명의 지혜와 창조성으로 중화문명을 계승했고 변화에 적응하며 면면히 이어가고 있다.

Ⅱ

현재 일부 사람들의 심령 사상이 물질적인 것에 미혹되고 윤리도덕을 잃어가는 데도 부끄러움이 없다. 중화

민족의 우수한 윤리도덕의 정수를 계승발전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화민족의 염치(廉恥)에 한 전

통윤리는 풍부 하고 심오하며, 역사가 유구하다. 반부패 청렴에는 특수한 가치와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민족

의 흥망성쇠, 국가의 생사존망, 개인의 안위에 관계를 미친다. 중화민족의 염치윤리의 도덕적 가치를 주창하

고 실천하여 공정한 정의, 청렴, 순수, 신뢰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조화사회 세우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첫째, 신뢰의 청렴한 품성을 키워야 한다. 렴(廉)은 측변과 모서리(棱)라는 뜻이다. <광야⋅석언(廣雅⋅釋
言)>에는 “렴은 모서리를 말한다(廉, 棱也)”라 했다. 노자는 “성인은 자기가 반듯하다고 해서 남을 절단하려 

하지 않으며, 귀퉁이 처럼 모가 있지만 찔러서 다치게 하지 않으며, 정직하지만 제멋 로 하지 않는다 (是以聖
人方而不割, 廉而不劌, 直而不肆)”라 했다. 이는 사람들이 사물의 끊임 없는 변화로 생기는 미혹에 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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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인은 모서리가 있으나 남을 해치거나 찌르지 않고, 솔직하지만 제멋 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품행

이 단정 하고, 사람으로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서리가 있다고 버리지 않고, 남과 함께하며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화이부동(和而不同)’처럼 평화로운 공존을 말한다.

염풍(廉風)은 고상한 품격, 단정한 행동을 말한다. 만약 품격이 옳지 못하고, 행동이 단정치 못하면, 나쁜 

기운이 일어나 사회를 오염시킨다. 신의(誠信)가 널리 퍼져야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 성(誠)은 속이거나 

허위, 조작, 날조 등을 않는 것이다. 성실, 진정, 성의, 진심, 진심된 행동, 진실 등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세계

에는 욕심, 탐욕, 분노, 속임수, 헛된 망상, 질투, 이기심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욕심으로 악행을 저지르며, 헛된 생각을 품고, 질투를 일삼는다. 이는 자기를 다치게 하고, 공공을 해치는 행

동이다. 세상의 망치는 기운이다. 신의(誠)는 사람됨의 근본이며, 모든 도덕가치의 기본이고 사회의 기운을 

개선하는 이기(利器)이다. “신의는 천하의 도(誠者, 天之道也. 誠者)” 천도의 운행은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고, 

해와 달이 교차하며, 봄에 생명이 태어나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져 겨울에는 땅에 묻히는 것으로 진실

하고 헛됨이 없다. 사람의 길도 하늘의 길을 따르며, 신의(誠信)은 사람의 덕성, 사업, 학업, 선업(善業)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이 없으면 덕이 없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며, 사회의 기풍이 무너진다.

성(誠)이 없음은 믿음(信)이 없는 것과 같으며, 이는 거짓을 말한다. 하늘이 신(信)이 없으면, 사계절도 생길 

수 없다. 땅에 신이 없으면, 초목은 자랄 수 없다. 사람에게 신이 없으면, 나라와 집안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도자가 신의를 말해야 나라와 집안이 평안해 진다. 관리에게 신의가 있어야 사회가 조화로워지고, 개인에게

는 신의가 있어야 입신할 수 있다. 주유왕(周幽王)은 애첩인 포사를 웃게 하려고 봉화를 피울 것을 명했다. 

제후들은 봉화를 보자 적이 침입한 줄 알고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왔으나 포사의 웃음만 들었을 뿐이었다. 

후에 신(申)나라의 제후가 서이(西夷), 태융(犬戎)과 연합하여 유왕을 공격했다. 유왕은 봉화를 피워 병사를 

불 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유왕은 결국 려산 (驪山)에서 죽었다. 여인의 웃음을 얻으려 국가의 안위와 존

망을 돌보지 않아 제후의 신임을 잃었고, 왕조와 자신의 생명마저 화를 입었다.

신의(信)를 말하자면, 사람에 해 성실하고 속임이 없는 것이 믿음의 기본 이다. 공자는 신의를 사람됨의 

중요한 도덕규범이라고 했다. 자공(子貢)이 “나 라의 정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묻자, 공자는 “풍족한 

식량, 충분한 군 사 그리고 백성의 믿음”이라고 답했다. 자공이 “만약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공자는 군사를 버리라고 했다. 자공이 “한 가지를 더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묻자, 공자는 식량을 버리라 했다. 자고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 “백성은 믿음이 없이는 나라를 세울 수 없 다.

(民無信不立)”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정부는 유지될 수 없다. 믿음은 나라의 군비나 개인의 생명보다 중요하

다. 한 나라의 명운은 민심의 향배와 백성의 신뢰도에 따라 결정된다.

신의(誠信)의 품격(廉風)은 사회의 혼탁함을 씻어내고, 탐욕과 문란함을 일소 하며, 나쁜 거짓 풍조를 정화

시킨다. 고상한 도덕과 신뢰를 중시하고, 거짓 없는 올바른 사회풍조를 조성한다.

둘째, 굳은 의지를 지켜야 한다. 맹자(孟子)는 “의지는 기를 통솔한다(志氣之 帥也).”고 했다. 의지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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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의 총지휘관이다. 바꿔 말하면, 의지는 사회의 기풍을 개선시키는 지배자이다. 왕수인(王守仁)은 “뜻이 

서지 않으면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고, 고삐 없는 말과 같다.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3) 
사람이 뜻이 서지 않으면, 키가 없는 배, 고삐 없는 말과 같으며, 목표도 없이 떠다니다가 결국 어디에 도착하

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는 “뜻이 서지 않으면, 천하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志不立, 天下無可之事)”4)고 했

다. 사람은 스스로 뜻하는 바가 없음을 걱정해야 한다. 뜻이 생기면 목표가 따라오고,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염성론(鹽城論)>을  보면 “가난하다고 절개를 바꿔서는 안 되고, 신분이 낮다고 뜻을 바꿔서는 안 된다(不
爲窮變節, 不爲賤易志)”5)라고 말한다. 이러한 절개는 도덕적 소양으로 볼 수 있다. 순자는 “권력이 아무리 

커도 너 자신을 굴복시킬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너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없으며, 천하의 일이란 

너를 동요시킬 수 없다.”6) 살아서 부단히 지키고,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개다. 재물은 덕으로 

얻어야 정당하며, 정의롭지 않고 명분이 없이 부귀를 이뤄서는 안 된다.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룬 부귀는 

뜬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뜻이 바르면 모든 사악함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모든 탐욕

스럽고 더러운 방법, 뇌물로 공익을 해치는 행위, 주색재기, 정경유착 등은 모두 뜻이 바르지 않은 사념(邪念)

이나 욕망과 관계를 가진다. 올바르고 강직한 뜻이 있다면 무수한 사념과 욕망은 생길 수가 없다.

사람은 “천하를 맑게 할 뜻(澄淸天下之志)”을 세워야 한다. 사회의 혼탁한 기운을 맑게 하고 국가의 탐관오

리를 제거하여, 백성을 복되게 하고 중화의 중흥을 이끌기 위한 포부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욕망이 넘치고 도덕이 타락한 세속에서는 가난하지만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빈천함을 근심하지 

않고, 부귀에 급급하지 않아야 한다.” 빈천하지 만 태연자약하고 급하게 부귀를 쫓는 것을 하찮게 여겨야 한

다. 만약 부귀만 추구하여 몰두하다가는 건강과 명예를 모두 잃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익 의 곁에는 칼이 

있으며, 탐욕이 심하면 오히려 자신을 해친다.(利傍有倚刀, 貪人還自賊)” 이익을 쫓고 탐욕이 지나치면 반드시 

사람의 의지를 해친다. 탐욕이 많아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으며, 의지도 쇠퇴하고 욕망과 사념이 넘쳐 재앙을 부른다. 결국 나쁘고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으며, 빈천함

도 움직이지 못한 의지 또한 지킬 수 없다. 재 물은 청렴한 마음을 흔들 수 없고, 고관지위는 그 정결한 뜻을 

바꿀 수 없다.

셋째, 절개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청렴한 선비를 존중해야 한다. 고 의 군 자와 웅은 모두 절개가 있었

다. <소학(小學)>은 “인자는 성쇠에 따라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의로운 자는 존망에 따라 마음이 변하지 않는

다.”고 했다. 어진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형세에 따라 자신의 절개를 고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은 세상사에 

따라 자신의 심지를 바꾸지 않는다. 청렴한 선비의 인품은 옥과 같이 결백하고, 나무처럼 올곧다. “옥은 부

서져도 그 순수한 색이 바뀌지 않으며, 나무는 불에 타들어가도 그 마디가 훼손되지 않는다.” 옥이나 나무

는 부서지거나 불에 탈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연의 색과 마디는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선비와 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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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절개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모습을 비유한다. “옥석의 정결함은 모래나 자갈이 긁어

도 본질을 변치 않으며 소나무가 서리와 눈에도 풍채를 잃지 않는다.” 이 또한 청렴한 선비의 모습이다. “ 나

무는 엄동설한에도 그 푸른 마디를 유지한다. 눈바람이 몰아쳐 도 그 비취색을 퇴색시키지 못한다.” 선비의 

숭고한 품격을 찬양하는 말이다.

선비가 숭고한 절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진 마음이며, “백성

이 인정에 귀의함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民之歸仁也, 猶水之就下)” 선행의 기원이자 백행의 근본으

로 선비가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 원칙이다. 공자는 인의 기본 함양을 사랑으로 해석했다. 후에 맹자, 

순자 동중서 등은 이 사상을 계승했으며, “어진 자는 사람을 사랑한다(仁者, 爱人 혹은 仁者, 爱人之名)”이라 

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진 마음이다. 선진시 의 도가, 법가에서도 인정했다. <장자<庄子)>에 이 르

기를, “사람을 사랑하고 사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인이라 한다(愛人利物之謂 仁)”고 했다. <한비자(韓非子)>는 

“인이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사람을 사랑한다(仁者, 謂其中心欣然愛人也)”라 했다. 여기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자 가 말한 “널리 사랑하는 것(汎愛衆，而親仁)”이다. 董仲舒는 인을 말하며, “인 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仁者所以愛人類)”이라 했다. 한유(韓愈)는 “박애(博愛之 謂仁)”를 인으로 해석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

째 전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인은 사람이다.”를 말한다. 두 번째는 “타인이 어우러져 평형 을 

이루는 것이 화해(以他平他謂之和)”이다.  나와 타자, 타자와 타자는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끼고,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어진 자는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부터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

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한다(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  어진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업을 

세우고 타인이 일어나 업을 세우도록 돕는다. 스스로 통달하고 발전하며, 타인의 통달과 발달을 돕는다. 공자

는 통치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발전시키고, 이롭게 하고, 가르치며 베풀기를 바랐다.

맹자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가정에 다섯 무(畝)에 해 당하는 주택을 주고 뽕나무를 

심게 하자 50세 이상의 주민은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며, 닭⋅개⋅돼지 등을 기르면서 70세 이상의 주민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한 집에 100무의 밭을 주고, 무엇이든 생산하게 하자 한 집안이 배불 리 먹을 수 있었

다. “위로는 넉넉히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 여 살릴 수 있으며 풍년에는 내내 배불리 먹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한다 (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樂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7) 이는 농업사회의생

활과 생산 활동의 이상적인 모습니다. 또한 인자애인이 실현된 구체적인 모습이며, 선비의 도덕적인 절개와 

인격의 실천이기도 하다.

넷째, 청백고결의 청렴(廉潔)을 지켜야 한다. 청렴한 선비, 관리는 탐욕을 경계했다. 고 에는 군주의 탐

욕은 망국을 부르고, 신하의 탐욕은 패가망신에 이른다고 했다. 탐욕은 범죄의 시작이며, 만악의 근원이다. 

탐욕이 일단 생기면 오염이 되고, 지혜가 혼탁해지며, 은혜는 참사로 변하고, 청렴은 탐욕이 되어 일생을 

망친다.

옛사람들은 탐욕이 개인과 국가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몸소 겪었기에, 관자(管子)는 예의와 염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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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네 가지 기강(四維)로 여겼다.8) 국가에 예 가 없으면,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의가 없으면 위험이 생기

며, 청렴(廉)이 없으면 쓰러질 수 있고, 부끄러움(恥)이 없으면 멸망한다. 염치는 국가의 생사존망 과 접한 

관계가 있다. 염치를 잃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탐욕이 없어 야 한다. 염결의 기본은 경솔하게 취하거나 

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염은 구하지 않음을 즐기는 것이고, 탐은 부족함을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청빈하고 깨끗한 사람은 늘 부귀를 탐하거나 쫓지 아니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탐욕적인 사람은 

부귀에 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을 걱정한다. 사람이 탐욕에 매몰되면 만족이 없어진다. 욕심에 마음이 탁

해지고,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 다음은 몸과 명예가 망가지는 것뿐이다.

“청렴은 백성의 표상이다. 탐욕은 백성의 적이다.”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는 백성을 복되게 하는 본보기이지

만, 탐관오리는 백성을 해치는 도적이다. 그래서 역 로 “탐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기라” 했다. <좌전(左傳)>에 

다음의 이야기가 나온다.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옥을 얻어서 자한(子罕)에게 바쳤다. 자한은 받지 

않았다. 옥을 바친 사람이 말했다. “옥을 다루는 장인이 보고는 이것은 아름다운 옥이며 당신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한이 답했다. “나는 탐욕하지 않음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는 옥을 보물로 본다. 만약 옥을 나에

게 준다면 우리 두 사람은 모두 보물을 잃게 된다. 모두가 자기의 보물을 갖고 있느니만 못하다.”9) 탐하지 

않음을 보물로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누구나 따라야 하는 가장 귀한 도덕 가치이다. 보물은 

버려서는 안 된다.

관리는 청렴해야 한다. “양수청풍신육표, 장려수월보장교(两袖清風身欲飄，杖藜隨月步長橋)” 양 소매의 바

람이 몸을 흔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지팡이를 쥐고 달을 따라 다리를 건너는 것은 순백의 달빛

은 품격을 나타내는 뜻이다. 거리는 나설 때 백성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바람이 통하는 소매를 하늘로 뻗고 

가야, 여염집들의 구설을 피할 수 있다(清風两袖朝天去，免得阎閭閻話短長).”고 했다. 관리는 청렴하고 주머

니가 비어 있어야 백성들의 구설수를 피할 수 있다. 이는 “탐하지 않음을 보물처럼 여기는” 구체적인 모습 니

다.

탐욕과 방탕, 사치, 사행은 서로 관계가 깊다. 오늘날의 불륜과 비슷하다. 청렴과 검소함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검소함은 청렴의 기본이다. 무분별한 소비는 탐욕을 불러오며, 죄악의 손길을 부르는 것이다. “검소

함은 탐욕과 방탕이 없어야 쌓이고, 곧 청렴을 이룰 수 있다.” 위무제(魏武帝) 시기에 “모개(毛 玠)가 관직에 

있으며 사람을 선발할 때에는 검소함으로 사람을 이끌었다. 모든 선비들은 청렴하고 근면했으며, 임금에게 

아무리 큰 총애를 받는 신하도 정도를 지켜야 했다.”10) 당 종(唐大宗) 시기에는 재상 양관(楊綰)은 “성격이 

정결 하고 청렴하며, 마차와 의관이 검소하고, 조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스스로 정화된다.”11) 중서

령(中書令) 곽자의(郭子義)는 양관(梁綰)을 모실 때에 는 궁중연회의 음악을 80% 줄 다. 경조윤(京兆尹) 여간

(黎幹)은 관내의 불필요한 말을 줄여 낭비를 막았다. 검약은 낭비를 막고, 부패를 방지한다. 만약 지도자가 

몸소 검약을 실천하면 관리와 백성에게 그 향이 미친다.

중국의 역  정부는 반부패와 청렴을 외쳤다. 한무제 시기, “공우(貢禹)가 상소하길, 효문제 시절에는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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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고, 탐욕을 비천하게 여겨 상인의 데릴사위나 부정한 자를 관리로 쓰지 않았습니다. 권선징악을 실

천했으며, 친족에게 비호하지도 않았습니다.”12) 한나라 시절 비리를 저지른 자는 탄핵되거나 옥사 혹은 자살

을 택했다. 당나라 때에는 비리를 범한 관리에 해 사형을 내렸다. 송나라 시절에는 비리사범에게 엄격하여 

 사면이 이루어져도 비리 관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원나라 19년에는 “황제가 비리가 가벼운 관리는 태

형에 처하고, 중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명을 내렸다.”13) 포증(包拯)은 자손들에게 훈계를 하며, “죄 지은 

자는 집에 올 수 없고, 죽어서도 묘지에 묻힐 수 없다.”14)고 했다. 고  중국에는 비리를 척결할 법이 없어 

탐관오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엄격하게 처벌했고, 청렴한 정치를 시도하여 정국안정에 효과를 발휘했

다.

다섯째, 공정한 청렴을 지켜야 한다. 가의(賈誼)는 <신서⋅도술(新書⋅道術)>에서 “사(私)를 취하지 않음이 

공(公)이고, 공에 반하는 것은 사”, “곡(曲)이 없으면 정, 정에 반하는 것은 사(邪)”라고 했다. 공과 사는 척되

며, 정(正)과 사 (邪)도 마찬가지다. 공정하면 청렴할 수 있고, 사익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는 정치⋅경제⋅문

화⋅고시⋅채용⋅분배⋅치안⋅상벌⋅평가  등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여곤(呂坤)은 <신음어⋅
치도(呻吟語⋅治道)>에서 “공정 두 글자는 세계를 지탱한다. 이 두 자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

다. 공정은 국가 와 세계의 지지 이다. “덕이 있는 자는 위험하지 않고, 공정한 자는 사악하지 않다. 청렴한 

자는 탐욕을 미워하며, 믿음이 있는 자는 거짓을 근심한다.”15) 덕이 있고 청렴한 자는 탐욕을 증오하고, 믿음

이 있고 공정한 자는 허위와 참되지 못함을 미워한다. 안 (晏嬰)은 “청렴은 통치의 기본이다. …… 청렴은 공 

정이다.”16)  진자앙(陳子昻)은 덕흉(德凶), 정사(正邪), 염탐(廉貪), 신위(信僞) 등은 어째서 서로 치되는가? 

각각의 립되는 개념과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청렴과 공정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청렴하면 공정을 유지 할 수 있고, 공정하면 반드시 

청렴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공정과 청렴은 함께 불렸다. 즉, 마음을 바르게 쓰고 자신을 청렴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공정하고 사심이 없어야 한다. 가족, 친구를 할 때도 사심과 편견이 없어야 하며, 공정하게 

일하고, 청렴하게 스스로를 다스려 공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어(國語)>에 나오는 이야기다. 진(晉)나라의 조무(趙武)와 숙향(叔向)이 함께 여행을 하는데, 조무가 “죽
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기를 바라야 하나?”하고 묻자, 숙향이 “양처부(陽處父)”
라고 답했다. 조무가 “양처부의 청렴함은 진나라까지 이른다.”17)고 말했다. 양처부는 진나라의 청렴하고 

정직한 인물이다. 그들은 선현을 기리며, 선현의 충성과 청렴, 공정 등의 고귀한 품덕을 배우며 자신의 부족함

을 채웠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안이(顔異)는 “제남에서 태어나 청렴과 정직으로 구경(九卿)의 지위까지 

이르 다.”18) 후에는 장탕(張湯)과 척을 지며 살해당했다.

<한서(漢書)>의 내용이다. 화음(華陰) 지역의 ‘가(嘉)’라는 관리가 있었다. 그 는 문무를 겸비하고, 충정과 

지략이 풍부해 600석의 어사 부를 관리할 수 있 다며 주운(朱雲)을 추천했다. 태자소부 광형(匡衡)은 주운이 

용감하지만 법을 여러 차례 어기고 도주했다며 반 했다. 광형은 현재 어사 부 공우가 “청렴결백하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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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밝아 백이(伯夷), 사어(史魚) 등 선현의 풍모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다. 청렴결백, 공정, 전문성 및 기질

과 풍모를 중시했다. <후한서(後 漢書)>를 보자. 백성이 깨끗하고 온순하려면 귀와 눈을 맑게 해야 한다. “욕
심의 근원이 사라지면, 청렴한 마음이 생긴다. 자유롭게 좋은 글과 소리를 얻을 수 있다.” 감각을 자극하는 

사욕의 뿌리가 사라지면 청명한 마음이 생겨난다. 사람이 편하게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 탐관오리, 부정재

산축재자 등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안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청렴하고 떳떳하게 살면 마음이 편한 은유자적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음이 깨끗

한 자는 욕심 앞에서 태연하며, 악한 마음을 가지면 즐거움 속에서도 괴롭다.” 공정무사(公正無私)해야 당당한 

사람이 된 다. “공을 위한 길은 열고, 사사로운 문은 닫아야 한다. 공을 우선시 여기고, 사를 없애야 한다. 

덕이 두터운 자는 나아가고, 말만 앞서는 자는 갈 수 없으 며, 탐욕적인 자는 떠나야 하고, 청렴한 자는 들어갈 

수 있다.”19) 공과 사, 덕 과 부덕, 탐욕과 청렴 등은 상 적이다. 순자는 이 둘의 관계에서 적절한 선택 을 

해야 시비, 선악, 가치에 해 취사선택하는 시야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여섯째, 항상 청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사기>를 보자. 효문제 시기, 신도가(申屠嘉)는 재상으로 

“청렴하고 정직했으며,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 았다.” 효경제(孝景帝) 시기, 신도가가 죽자, 후임 재상을 선발

하려 했다. “양지후 허창, 평자후 설택, 무강후 장청적, 고릉후 조주 등이 승상의 후보이며 삼가 염근하고 있습

니다.”20) 사마천은 “신도가 강직하게 절개를 지켰다”고 찬양했다.21) 신도가의 청렴하고 강직한 자세로 후

에도 재상들이 이를 따랐다.

스스로 수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맑아야 하고, 관리는 항상 깨끗해야 한다. 욕심이 적고, 사리사욕을 취하

지 말아야 바른 마음을 이룰 수 있다. 바른 마음으로 함부로 이익을 취하거나 탐욕이 없어야 깨끗할 수 있다. 

더러움과 섞이지 말고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 하여 경계하고 삼간다. 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 하여 몹시 두려워한다. 숨기는 것보다 잘 나타남이 없다 미묘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음에 도 삼간다.”22)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경계하고 삼간다. 자신

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해도 두려워하고 조심한다. 숨기더라도 결국 나타나게 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라 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근신한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해도 

자신은 알고 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작은 구멍이 제방을 무너트리고, 작은 연기가 온 마을을 뒤덮을 수 있다.” 처
음에는 작은 보답을 받았다고 해도, 후에는 큰 뇌물이 되어 자신과 자손을 망칠 수 있다. 자손을 생각해서

라도 좋은 이름을 남겨 야한다. 사마광(司馬光)을 보면, 탁군(涿郡)태수 양진(楊震)에 한 소개가 나온다. 

그는 공정하고 청렴하여, 자식들이 항상 사는게 변변치 않았다. 양진의 친구가 자식을 위해 다른 일을 하라

고 권했으나 그는 마다했다. “후세에 청백리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것도 좋지 않은가”라 말했다.23) 

우리의 자손 들이 청렴한 관리의 자손으로 불리게 된다면 많은 유산이 아닌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신중함은 가문을 지키는 근본”이라 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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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집안 화를 면한다.”는 말은 나라에도 해당된다. 깨끗한 몸과 신중한 마음가짐은 자신과 가문, 나라, 

사회에도 이롭다.

일곱째, 예를 아는 겸손함을 기르자. 청렴, 겸양 등을 실천하는 것은 사회활동에서도 중요하다. 맹자는 사람

에게는 사양(辭讓)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지심은 최고의 예절이

다.” 이는 의 의지의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 등과 함께, 사덕사단(四德四端)으로 불린다. 안 은 “청렴

은 정치의 기본이고, 양보는 덕의 주인이며, …… 양보는 덕을 지키는 것”24) 이라 했다. 청렴은 청치의 근본 

이며, 사양은 도덕의 주인이다. 사단은 신체의 사지와 비교된다. 널리 펼치면 타오르는 불과 같고, 물이 흐르

면 안정이 된다.

예의 시작은 사양이다. 예는 사덕오상(四德五常)의 하나이며, 사유(四維)의 으뜸이다. 매우 중요한 가치와 

기능을 가진다. “예는 나라와 가문을 다스리고, 사직을 안정시키고, 인과 민을 차례지우며, 후사를 이롭게 하

는 것이다.”25)
<예기⋅곡례상(禮記⋅曲禮上)>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덕과 인의도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가르

쳐 훈육하여 풍속을 바로 잡아도 예가 아니면 갖추어 지지 않는다. 분쟁을 소송하고 판결하는 것도 예가 아니

면 결정되지 않는다. 군신⋅상하⋅부모⋅형제간에도 예가 아니면 정해지지 않는다. 벼슬과 예를 배우는 데 

스승을 섬기는 것이 예가 아니면 친해지지 않으며, 조정에 참여하여 군 를 다스리며, 벼슬에 오르고 법을 

행하는 데에도 예가 아니면 위엄이 행해지지 않는다. 기도, 제사 등도 예가 아니면 정성스럽지 않고, 장엄해지

지 않는다.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의 내용이다. 설겸광(薛謙光)이 궁궐을 보수하며 상소를 올렸다. 고래로 

선비를 취할 때, 그 이름과 행실을 관찰하고 고향에서의 평판을 조사합니다. 예를 중시하고 스스로 규율을 

지키며 절개와 행동이 신뢰가 있는지 봅니다. 오늘날 거인(擧人)은 사실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거인이란 이름

을 쫓아, 다들 그렇게 칭하니, 따라서 부르고 스스로 호칭을 구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 예를 쫓는 자는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으며, 겸손한 자는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달라지겠습

니까? 관직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덕을 숭상하고 수양해야 합니다.”26) 예를 경쟁하는 자는 이익을 취하려 

한다. 그렇다면 겸양의 도덕은 갖추지 못한다. 신중하고 덕이 두터운 자, 탐욕이 없는 자를 중시해야만 겸손, 

겸양을 갖춘 자 가 관리가 될 수 있다.

여덟째, 청렴하고 부끄러움(恥)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청렴한 자는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을 아

는 것은 체(體)이고, 청렴은 용(用)이다. <설문해 자(說文解字)>는 “치는 수치(辱)이다”라고 합니다. 치욕이란 

의미입니다. 또한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공자의 제자 유자가 “공근어례, 원치욕 야(恭近於礼, 

远耻辱也)”27)라 했습니다. 공경이 예와 부합하면 치욕을 피할 수 있다. 맹자가 답했다. “치지어인 야(恥之於
人大矣)”  치욕은 사람에게 매우 큰 의미이다. 그래서 그는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치“28)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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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보자. 오월(吳越) 전쟁에서 월나라가 패했고33(기원전 494년) 큰 치욕을 입었다. 후에 와신상담하

며 힘을 키워 10년 후에 다시 세력을 모았다. 월 나라의 백성들이 월왕 구천에게 말했다. “옛날에 부차가 큰 

치욕을 입고, 오늘 월나라가 ” 구천이 답했다. “과거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그 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

이다. 어찌 그 들이 나와 같이 치욕을 짊어지려하는가?” 오나라 와의 결전을 정하면서 구천은 장수와 백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과인은 선현의 말을 받들었다. 병력의 부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 

의 의지와 군사를 행함에 부끄러움이 없는가이다.”29)
서한(西漢)의 소제(昭帝) 6년(기원전 81년) 염철회의(鹽鐵會議)에서 부와 문학들은 토론을 했다. 부들

은 그 들이 공자를 성인으로 모시려 하는데, 그는 노나라에서는 잘 다스리지 못했고, 제나라에서는 잘 되었

다. 위나라에서는 쓰이지 못했고, 형나라를 거쳐 진나라에 갇혔다고 했다. “곤욕스러움에도 죽지 않은 것은 

치욕이다”30) 문학은 공자가 난세에 태어나 군주는 흐릿하고, 신하는 질투하며, 성인을 욕되게 하고, 미친 사

람으로 매도했다. 이런 자는 군주가 아니다.

 “ 부는 어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양자는 첨예하게 립했다. 부는 공자가 곤욕스러움에도 죽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비난했고, 문학은 공자가 사람들에게 속고, 피해를 입은 것인데 어찌 치욕스러운 

일이냐며 응했다.

관자가 나라의 네 가지 기강(四維)을 말하며 염치를 사유 중의 두 가지로 보았다. 순자는 염치를 말하며, 

“게으른 선비로 일을 꺼리고, 염치없이 음식만 축내는 자는 가장 악질이다”31) 순자는 선비(儒)를 큰 선비, 

작은 선비, 속된 선비, 천박한 선비, 부패한 선비, 도둑선비, 우아한 선비 등으로 나누었다. 청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음식과 술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정하고 소박하며, 

어른을 공경하면서 학문을 좋아 하고 겸손한 군자와는 치된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 시비를 가리고,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은 부끄러우면 

하지 말아야”32)하며,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자기의지에 한 제약이자 행동에 한 구속이다. 자괴

심리(自愧心理)로 형성된 자존, 자신, 자율, 자제의 도덕가치이다. 염치는 탐욕, 부패, 추악, 타락 에 해 증

오하는 것이며, 또한 청렴, 청정, 선량, 완미에 한 추구이다. 이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며, 분발을 촉진

한다. 맹자는 “남과 같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찌 남과 같아지겠는가?”33)라 했다. 타인의 부끄

러움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를 쫓겠는가? 이는 타인의 의지를 능가하려는 의지이자 용기이다.

육구연(陸九淵)이 쓴 <인불가이무치(人不可以無恥)>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

이라 했다. “좋지 않음을 알고 고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개 사람들은 이를 걱정하지 않는

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찌 사림이라 하겠는가?”34) 사람의 우환은 염치보다 중요치 않다. 만약 부끄러움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이고,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염치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근본 가치이다.

사람의 가장 큰 우환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염치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고염무는 “염치는 사람의 절개

를 세우는 것이고, 염(廉)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없고, 치(恥)가 없으면 못할 짓이 없어, 화난망(禍亂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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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 신하가 모든 것을 취하고, 무슨 짓이든 저지른다면 천하는 혼란에 빠지고, 나라는 망하게 된

다.”35) 염치가 없으면 자제력을 잃고, 함부로 취하며, 무슨 짓이든 저질러 화패난망의 일을 저지른다. 고위관

리가 그런다면 나라가 망할 것 이다. 국가는 반드시 염치에 한 교육을 중시하고, 백성과 사 부가 염치를 

갖도록 해야 천하는 안정된다. “예부터 사 부의 염치없음은 국가의 수치라 할 만하다.”

염치는 사람됨과 치국의 근본이다. 염치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염치없는 치국은 멸망을 초래한다. 군

도 마찬가지다. 염치가 없으면 군 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역모하거나 적에게 투항하며 무슨 짓이든 저질러 

패망한다. <위료자(尉繚子)>는 “나라에는 예신[친]애(禮信親愛)의  정신이 있어야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

다. 효자염치(孝慈廉恥)의 풍속이 있어야 죽음을 삶으로 바꿀 수 있다. 옛날에는 백성을 다스릴 때, 예와 신을 

중시하여 작록에 봉했고, 먼저 염치를 보고 형벌에 처했다. 친애가 우선이고 기율은 그 다음이었다.”36)고 말

한다. 국가는 반드시 예신친애의 의를 중시해야 빈곤을 퇴치하고 백성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 예의신용으

로 백성과 병사를 교육하고, 그 후상을 주고 관작을 수여한다. 우선 염치도덕을 가르치고 나서 형벌을 가한다. 

우선 백성과 군사에 해 친근하게 다가선 다음, 법과 기강을 말한다. 그래야 용맹하게 적과 싸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염치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개인, 민중, 사회, 국가에도 없어

서는 안 되는 관계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의 도덕가치와 덕성, 품격, 가치관념 등을 실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청렴, 염치, 예의 등은 입신, 입국, 입세의 기본이다. 이를 상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치신, 치가, 치국, 

치세 역시 앞서 말한 염의 기본을 실천하면 모두 성공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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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와 유교의 현대적 의의

김경동 ( 한민국 학술원 회원 / 서울 학교 명예교수)

I. 서론

현  물질문명이 극치에 도달한 21세기에 과연 유교는 어떤 유관적합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질문을 다루

기 위해서는 먼저 문명론(사)적 성찰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적인 관찰도 

곁들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는 새로운 사회학적 이론의 틀에서 이 문제를 신선한 안목으로 정리하

는 것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발전의 이론틀을 도입하여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II. 이 시대에 왜 유교인가?

1. 문명론적 성찰

우선 현 사회에서 유교가 지니는 의미를 문명론적 성찰에서 시작한다. Michael Novak(AEI, 1994)이라는 

표적 보수논객이 “과연 서양문명은 쓸모 없는 것이었나?”라는 제하의 모임에서 발언한 것이 있다. 1994년의 

일이다. 그의 자문자답은 이렇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나은 체제이고 경제면에서 자본주의는 사

회주의보다 더 공정한 체제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문제는 도덕이다. 이 측면에서 서방세계가 직면하는 과제는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목에서 우리는 유교를 떠올리게 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서방이 도덕 문제로 벽에 부딪쳤다면 비서방 세계에서 그 문제에 한 해답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한 가닥 호기심이 솟아 오른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전에 서방의 지성계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를 잠시 살펴본다. 미국에서 주자학의 가로 알려진 de Bary 교수의 견해다. 그는 1988년 서울 올림

픽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매우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진다 (de Bary, 1989: 18): 비록 

일부 동방의 지성들은 오래 전에 그 질문조차 하기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에 한 해답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서방의 지배적인 장기적 추세에 단순히 추종하고 있거니와, 그러한 추

세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극기나 도덕적 지침 같은 것은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간주하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 가는 것이다. 오히려 서방의 해결책이란 너무나도 빈번하게 비인격 적

인 기계적 수단, 물질적 유인, 법적 제재, 형벌적 제도 등 이미 효력상실을 입증해 버린 것에 의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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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처럼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인간 혼의 심층적인 문제에 해서는 더욱 더 주목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파국에만 이르고 말 것이 뻔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유교를 떠올리고 있다. 아래 글은 위의 인용문에 앞서는 목이지만 문맥상 여기에 역

순으로 소개한다 (de Bary, 1989: 18): 이 같은 맥락에서 19세기 성리학자들이 서방의 세력과 기술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든 그 힘과 타협해보아야 한다는 강박 앞에서 중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의문에 해 자기들 나름

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하다. 어떻게 인간이 과연 그와 같이 제멋 로 살아가는 원심적 세

력들을 적절한 도덕적 구심점으로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그 서방의 힘들이 전통적인‘천인합

일’(즉, 만물이 마치 자신의 몸과 피인 양 느끼는 상태)을 지향하는 인간적인 목적으로 진전하게끔 하는 지를 

문제삼지 않은 채 그런 힘과 기술의 무한정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끊임 없이 물었던 것이다.

이미 19세기에 유학자들이 서방의 강력한 물질문명의 도래에 직면하여 고민하던 바가 바로 도덕의 문제

다면, 오늘날 전 인류가 경험하는 엄청난 변동과 그로 인한 혼란은 비교할 바도 되지 않는 거 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시 적 요청에 맞서서 과감하게 동방의 도덕문명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할 

것을 주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은 이미 ‘유교적 인간주의자’라 일컫는 일군의 학자들이 21세기 맥락에서 미

래를 지향하여 유교의 역할을 방어하기 시작하 다. 유교가 도덕적인 삶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보편적 중

요성이 있는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움직임이다. (Bell and Hahm, 2003:4)1)

그 뿐 아니라 소위 아시아의 가치 (Asian Values)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일방적인 매도보다 보편성의 탐구

를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그 중에는 아예 “아시아의 가치란 인류의 가치이므로 서방의 평론가

들이 이를 공격하는 것은 순전히 무식과 교만과 선망에 근거를 둔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논평도 있다 

(Sardar, 1998). 또는 유교전통에서 전 지구적 보편성이 있는 핵심가치를 찾는 노력을 촉구하기도 한다 (Tu 

Wei-ming, 1999). 그런 반면 극단적인 태도보다 서로 보편성과 상 성 문제를 초월하는 화가 필요하다거

나 (Pohl, 1999), 보편적 윤리 추구에는 동서 간 상호 인정이 관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Honneth, 1999).

요컨 , 현재의 문명사적 관심의 중심에는 어떤 철학사상이든지 심각한 부적응과 방향상실에 시달리는 인

류에게 의미 있고 적절한 도덕적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일이 놓여 있다. 그 안으로서 동방

사상을 제시하고 유교를 지목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유교란 강력한 도덕윤리 원리체계를 특장으로 하기 때문

이다. 만일 우리가 유교의 종교적 색채를 덜어내기만 하면 다른 어떤 종교도 이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 보는 것이다.

1) 최근 하버드 학 교수이자 북경 학 인문학연구원장인 Tu Wei-ming 이 2011년 서울 소재 아산정책연구원 특강시리즈 4번째 

강연에서 ‘Confucian Humanism’이라는 용어를 쓴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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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학적 문제제기

도덕적 파행의 문제는 비단 문명론적 성찰로만 논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다루기 위해서 본인은 사회발전론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지난 세기 중엽 

제2차세계 전 종료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는 이른바 제3세계에 한 개발사업에 착수하 거니와 

그 내용은 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를 두고 development 라 지칭

하는데, 본인은 이 말을 두 가지로 별도로 번역,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개발이란 경제성장 

중심의 변화를 가리키고, 발전이라 하면 이는 한 층 더 포괄적이고 질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려

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선 개발의 결과를 검토한 다음 거기에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정한 발

전을 추구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교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2)

우선, 경제중심의 개발의 문화를 규정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령 한국의 1960년  이후의 개발의 

문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예를 들겠다. 이른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개발지향국가는 민주주의를 유보하

고, 모든 국민을 ‘잘 살아 보세’라는 새마을운동 구호에 도취하여 돈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가치왜곡으로 출세

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부조리를 조장하 으며 극렬한 경쟁에서 타인을 해쳐서라도 이겨야 한다

는 극단적 경쟁문화를 조장하 다.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부흥한다는 명목으로 저들의 자본축적에 필요한 온

갖 혜택을 제공하는 가로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은 정경유착으로 축재에 열을 올렸다. 국가개발의 기치 아래 

산업평화의 명목으로 노동운동은 억제하 고 권위주의 정치에 저항하는 지식인, 학생들은 억압으로 응답하

다.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마침내 주체사상마저 수용하는 극단적 급진주의자를 양산하기도 하 다.

도시화와 중사회화는 아파트라는 규모 주택단지의 닭장 같은 개인공간에서 사생활 보호의 명목으로 스

스로 고립하는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고독한 군상을 양산하 다. 맞벌이 부모가 축재에 몰두하는 사이 소외 

당한 어린이는 과외에 시달리며 고독과 싸우다 우울증에 걸리는가 하면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자들은 빈곤과 

고립과 우울증으로 자살로 내몰리는 세상으로 변질하고 있다.. 비록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도시의 

환경은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 다. 급격하게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편

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각종 다중매체를 이용한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으로 급증한 통신은 진정성 있는 

인간적 소통보다는 왜곡과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를 조성하여 사회의 윤리적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적나라한 탐욕적 자본주의의 병폐를 조장하는 격렬한 변화에서 가장 심각한 인간적 충격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인간의 혼이 황폐해지는 것이다.

엘리트층의 정의감에 흠집이 가고, 일반 시민의 준법과 규칙준수 가치를 망가뜨렸으며, 극단적 개인주의의 

2) 한국의 경험에 관한 내용은 주로 김경동 (2002; 2012) 및 Kim and the Korea Herald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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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궐로 공동체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신흥 부유층은 전시소비로 부를 과시하려 하지만 이를 목격하는 빈곤

층, 근로자층, 심지어 신생 중산층마저도 상 적 박탈감으로 한을 품게 되고 사회불안이 누적하여 격렬한 사

회적 갈등의 불씨리 지피는 불안한 상태가 전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민,특히 젊은 세 의 일에 한 

헌신의식을 감퇴시킴으로써 앞으로 지속해야 할 경제성장의 동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게다가 1997년의 외환

위기는 규모 기업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의한 다수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하 고 이로써 가계가 흔들

리면서 이혼과 노숙 등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는 현재 세계 15위 경제 국의 위상이 여기에 이르러 있다는 데 문제가 있거니와, 

그러한 거시적 변동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윤리도덕의 타락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뿐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리면 구소련 공산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함으로써 이제는 총체적 복지국가

의 꿈은 허물어지기 시작하 으며, 급속도로 진전하는 탐욕에 사로잡힌 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지구 남북의 국가들 사이에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물질주의 중심의 개

발문화는 인간의 심성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연 에 금이 가게 하 으며 문화의 왜곡과 자연생태계

의 오염, 파괴를 초래하 다. 인간은 이 같은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는 악화하는 양상이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기아, 전쟁, 억압, 범죄, 차별 등 불행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즐비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에 당면한 세계가 갈망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다. 이를 목도하는 우리는 이제 유교가 

이를 두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차례다. 물론 유교라고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

를 하루 아침에 단칼에 베듯이 개선,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인간의 심성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도덕적 개선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과거 식 개발문화가 주도하지 않고 진정한 발

전을 추구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에 임하자는 취지다.

III. 유교는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는가?

현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유교가 기여하려면 우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사회를 이룩하기 위

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개발의 문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

다. 따라서 발전의 개념규정부터 새로이 시도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1. 발전의 핵심적 가치체계

여기서 제시하는 발전의 새로운 이론적 틀은 발전 자체를 하나의 가치함축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전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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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한다.3)

그런 가치체계의 원천은 실로 다양하지만 현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형으로서 

발전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역사적 현상을 고려할 때, 발전은 

그 자체 하나의 주요가치 항목이며 목표다. 이 문맥에서 우리는 발전의 가치(development values)가 무엇인

지를 찾게 된다. 발전이 가져다 줄 결과로서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목표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희망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발전의 가치는 곧 삶의 가치(life values)

로 재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한 가치체계의 이념형(ideal type)을 한 가지 제안한다.

발전의 가치를 삶의 가치로 상정할 때 물어야 할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1)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2)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그리고 3) 어떻게 이루는 발전인가?

당연히, 발전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삶을 드높이는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가 발전의 혜택을 받는 상이며 발전의 주체임을 명시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어떤 단위사회도 제외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개발과정에서는 공식적인 천명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사회들이 발전은커녕 그 

개발의 도정에서조차 배제 당해 왔고, 단위사회 안에서도 숱한 계층과 개인들이 개발의 사각지 에서 냉 를 

받아야만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위한 발전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묻는다. 발전의 가치목표다. 이를 여기에서 자세히 해설한 

여유는 없고 그러한 발전의 가치로서 삶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도식적인 개요부터 [그림 

1]에 간추려 제시한다.

이 도식에서 삶의 가치는 ① 개인적 차원과 ②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발전이 함축하는 삶의 

가치는 항상 개인적인 삶의 가치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이때 

발전을 추구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인간중심의 삶의 가치 실현으로서

① 개인에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개인’과 그 목표 달성의 목적적 가치는 인간존중을 

표현하는 가치로서 ① 개인은 ‘자아실현 (자아완성, 잠재력의 최 한 발휘)을 성취하고, ② 사회는 자체의

‘문화적 역량’을 최 한 개화하는 일이다. 발전이라는 용어가 프랑스어(développer)로 쓰일 때 본래 의미

했던 것은 잠재력의 열어 펼침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타고난 숨어 있는 잠재 능력을 최 한으로 열어 

펼쳐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인간이 꾸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그 구성

3) 여기서 서방의 발전 (development)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The Oxford Universal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Onions, 1955: 495) 에는 원래 프랑스어의 développer 에서 유래한다고 하고, 그 의미의 시 적 변천을 기술하

고 있다. 우선, ‘더 완벽하게 열어 펼쳐서 내용을 모두 드러낸다’ (1750), ‘잠재적 혹은 초보적인 조건에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다’ (1813), ‘베일을 벗기고 드러내어 나타내다’ (1837), ‘싹 속에 있던 것을 성장, 진화하게 하다’ (1839), ‘스스로를 

드러내어, 싹에서 성장하여, 더 완전하고 높고 성숙한 조건으로 성장하다’ (1943) 등의 뜻을 가진다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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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집합적으로 지닌 기술적, 문화적, 도덕적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되게끔 하자는 

것’이 발전의 목표다.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는 다시

① 개인에게는 1) 삶의 질(Life Quality)적 향상과 2) 삶의 기회(Life Chances) 확충이며,

② 사회에게는 1) 구조적 유연성(Structural Flexibility) 증 와 2)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향상이다.

다시 이 네 가지 수단적 가치는 각기 몇 가지의 하위 가치를 내포한다.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1) 물질적⋅육체적 삶의 질 향상과

2) 정신적⋅심리적 삶의 질 향상이 필수이며

② 삶의 기회 신장을 위해서는

1) 행동의 자유와 참여 기회 및

2) 배분정의와 공정한 사회적 균등이 필수다.

③ 구조적 유연성 증 에는

1) 결정행사에 한 참여와

[그림 1] 삶의 가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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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등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3) 사회이동 기회의 신장이 필수적이다.

④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1) 투명한 사회

2) 신뢰할 수 있는 사회

3)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4) 유 가 강하고 응집력이 큰 사회

5)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 연  등 공동체적 관계를 조성하는 사회, 그리고

6) 힘 싣기(권한부여, empowerment)로 목표성취에 전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이룩하기를 요청

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제도적 역은 각기

① 삶의 질 향상 분야는

1) 육체적, 물리적 질적 역의 경제, 복지, 의료, 생태환경 등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하고

2) 정신적, 심리적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종교, 교육, 여가 역의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② 삶의 기회 확충을 위한 제도 역은

1)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정치 및

2) 정의와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배분 정책이 필수적이다.

③ 구조적 유연성 증 를 위한 참여와 선택, 사회이동을 장려하는 열린 민주정치와 공정한 배분을 증진하는 

정책을 구비해야 한다.

④ 사회적 질의 향상을 위한 제도분야는 시민사회, 시민교육, 도덕교육, 자원봉사 등의 역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도식적 표현만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의 사회조직원리와 특성 자체를 하나의 뭉뚱그린 모

습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 간략하게 우리가 성취하려는 사회의 성격은 어떤 모습이며 

그것을 구축하는 조직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한 고찰을 잠시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발전을 어떻게 전

개할지, 그 방법과 절차에 한 답도 일부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 문화적 교양으로 정화한 발전의 원리

지금까지 경험한 경제제일주의, 물질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윤리적 마비, 도덕적 해이 등 근 화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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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결과를 자아내는 ’개발의 문화’(the culture of development)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서 ‘문화적 

교양으로 정화(精華)한 발전’‘( Cultured’ Development)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화’자체가 본시 배

양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인간의 사회적 삶 속에 동물적 야성(野性)을 다듬고 미숙한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

으로서 문화적 교양으로 정화시켜야 올바른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러한 교양이란 이성적 인간의 올바

른 생각과 판단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의 근간이며 이성으로써 

감정을 다스리는 일도 문화적 교양과 도덕적 규범 문화가 주로 감당한다. 질서의 세계로 존재하는 사회는 규

범이 작용하여 서로 ‘책임지는 사회’(responsible society)를 지향하며 따뜻한 정 나눔, 정서적 유  공유, 사

랑, 존중, 도움 등 남을 위해 애쓰는 삶도 문화의 교양으로 다듬어야 가능하다. 신비한 초월적 존재, 우주, 

자연, 인생,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심미적으로 감상하고 아름다운 예술로 표현하여 삶을 한결 아름답게 만드

는 일, 또 한 문화적 교양의 산물이다. 그리고 문화적 교양은 ‘중용’을 그 자체의 특징으로 삼는다.

인간과 자연, 질서와 창의, 도덕성과 융통성, 물질과 정신, 자유와 정의, 풍요와 절제 등이 양립할 수 있도

록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문화적 교양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목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문화적 교양으로 정화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도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으로서 유교의 가치를 떠올리게 된다. 다만 유교는 우주론을 포함하여 형이상학, 인성론, 

교육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정치이론, 경제경 론 등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다각적인 사상체계를 

통칭한다. 이 중에서 철학적 학문체계로서 유학과 지배층이 의지한 정치철학은 일종의 '고급 유교'(High 

Confucianism)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서방학계나 동방의 사회과학이 주로 다루어 온 유교는 소위 ‘저급 

유교’ (Low Confucianism)로서(Wang, 1988), 별칭 ‘부르주아 유교’(bourgeois Confucianism)(Bellah in 

Berger, 1988: 7), ‘유교에서 파생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가치관’(the Confucian-derived values i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Berger, 1988), ‘유교적인 마음의 습관’(the Confucian habit of the 

heart)(Tu, 1989), 아니면 ‘농부, 기술자, 상인 등 길거리의 일반인들이 실천하는 메타-유교 (meta- 

Confucianism practices by farmers, craftsmen, dealers etc.) (Weggel, 1991)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물론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일상 속에 살아 적용할 수 있는 유교적 원리들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음양변증법에서 유추한 변동의 원리와 사회생활의 지침이 되는 핵심적 덕

목이라는 두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음양변증법적 변동의 원리

본시 음양사상은 유교의 경서 중에 가장 철학적으로 심오한 우주론과 자연관 및 사회역사관을 포괄하는 역
경(易經) 혹은 주역에서 주로 제시하는 것인데 본래 음(陰)은 일광이 구름에 가려서 그늘진 것을 가리키고 

양(陽)은 해가 빛을 비쳐 언덕 위로 펄럭이는 깃발을 볼 수 있다는 형상에서 유래하는 개념(丁茶山의 해설)이

다(김경동, 2002). 그러나 고 로부터 중국과 한국의 사상가들은 여기에 형이상학적, 우주론적, 그리고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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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의미부여를 한 것이다. 요약하면, 우주만상을 양분하여 파악하며, 우주는 일종의 에너지와 같은 음과 

양의 두 가지‘기’(氣)로써 이루어져 있다는 우주론을 함축한다. 이 둘은 상 성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의미가 없고 반드시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음 속에는 양

을, 양 속에 음을 품고 있어서 상의 종류에 따라 각각 때로는 양이 될 수도 음이 될 수도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상 적 관계의 특징은 다시 오행설의 ‘상생’(相生) 또는‘상승’(相勝)과 ‘상극’의 역학으로 규정한다. 

원래 이 둘은 성질상 차이, 모순, 치의 상 적 개념이지만, 동시에 서로 보완, 호혜, 조화의 관계를 띤다는 

것이 특이한 관점이다. 이는 순전히 모순으로만 파악하는 서방철학의 변증법 논리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요소

다. 음과 양은 상호작용하여 우주만상을 생성변화시키는 힘, ‘기’ 이며, ‘양’기는 만물의 생성을 시작케 하는 

힘(기)으로 생산적 요소, 즉 씨가 되고, ‘음’기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바탕, 만물을 완성시키는 요소, 곧 씨를 

받아 생명을 일구는 밭이 된다. 음양의 생산적 상호작용은 따라서 일종의 상생관계, 상극의 상호작용으로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오행설을 부가하면 자연을 형성하는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의 다섯 가지 요소는 상

생(상승)상극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금수목화토의 상생관계 순서로 보면, 쇠(금)는 

물(수)을 낳고 물은 나무(목)를 키우며 나무는 불(화)을 일으키고 불은 흙(토)을 낳는 관계다. 반면, 수화금목

토는 상극관계의 배렬순이다.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며 쇠는 나무를 파괴하고 나무는 흙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환논리는 계절 등 우주 자연의 현상에만 적용하지 않고 인간 역사와 정치(국가)의 

흥망성쇠를 묘사, 설명하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응용하는 것이 동방의 음양변증법의 특색이요 강점이다. 이러

한 음양변증법의 논리에서 세 가지 사회변동의 원리를 유추할 수 있다.

2) 한계 및 반의 원리

음양변증법의 순환논리는 음과 양이 서로 어 변화를 일으키나, 음이 다하면 양이, 양이 다하면 음이 생기

는 한계의 현상을 상정한다. 무슨 일이나 한 번 한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되돌아 온다는 ‘반’(反)의 원리를 내포

한다. 노자(老子)에서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의 움직이는 법칙이다” (反者道之動)라는 구절이 있

다 (김경탁, 1979: 200-201). 그리고 율곡은 이 논리를 국가의 변용에 적용하여 창업(創業), 수성(守成), 경장

(更張)의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서방의 사회학자 소로킨(Pitirim A. Sorokin)도 문화변동의 한계의 원리(the Principle of Limit)를 제시한 

일이 있다(Sorokin, 1962). 여기서 우리는 극단을 피하라는 지혜를 얻는다. 지금까지 근 화 과정에서 지나친 

물질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쟁,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극단에 이름으로써 되돌아가려는 반작용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중용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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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용의 원리

시스템 이론에서 시스템의 변화는 그 체계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적정한 균형(equilibrium)이 무너질 때 

일어난다고 본다. 균형개념의 백미는 역시 동방사상의 ‘중’(中)의 원리라 할만하다. ‘중’은 서양식으로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황금률(golden mean)과 비슷하지만, 동방사상에서는 유학의 중용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다. 
중용(이가원, 1980)에서 말하는 ‘중’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서...

천하의 바른 길이다”(中者不偏不倚無過不足之名...天下之道). 그런데 ‘중’의 개념은 ‘화’(和)와도 맞물려 인간

행위와 사회질서에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원리가 된다. 희노애락의 정감이 미처 발동하지 않은 상태를 ‘중’
이라 하고 감정이 발해도 저마다 제자리를 옳게 차지하는 것을 ‘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화’에 이르면 

천하가 자리를 제 로 잡아 만물의 육성이 이루어진다는 관념이다. 여기서 다시 ‘정’(正)의 사상과 만난다. 모

든 것은 처해야 할 바른 자리(정위)가 있고, 행함에 있어 바른 때(정시)가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임금, 신하

는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노릇을 제 로 해야 한다”(君君臣臣 父父子子). 論語顔淵편)는 것이 

그 유명한 공자의 ‘정명론’이다(김학주, 2009a). 그리고 ‘중’에도‘정중’(正中)이 있고‘시중’(時中)이 있다. ‘정’에
도 바른 자리(正位)를 알아서 잘 지키는 것과 때를 제 로 알아서 행하는 것(正時)이 있기 때문이다. 중용 자체

도 모든 양극의 것을 선(善)이라는 정당성으로 지향시키려는 이념적인 중용(正中)과 시 와 사회의 현실 속에

서 적절한 적응방법을 확보하는 상황적 중용(時中)이 있다는 것이다.

율곡은 사회변혁의 방법으로 근본주의적인 접근(종본이언: 從本而言)과 현실주의적인 관점(종사이언: 從事
而言)을 구별하여, 때에 따라서는 원칙론으로, 혹은 실질적인 데 착안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거나 개혁을 꾀

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이것이 정중과 시중의 적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적응성이라는 개념과 접하게 된다. 시 적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 생존하는 원리를 말한다.

4) 유연성의 원리

시스템도 한 번 균형이 깨지면 이를 회복하려는 성향이 있고 균형교란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체계가 분화하

므로 다시 통합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진화론적 사회변동론의 견해다. 이때 사회체계가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여 시스템 자체의 생존을 지탱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적응력의 향상을 진화라고 본

다. 이 맥락에서‘시의’(時宜)라는 적응력의 원리가 관계한다. 율곡은 “무릇 시의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법을 

고치고 만드는 변통을 함으로써 백성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 다. 적응력은 인간의 의식수준, 사회조

직원리,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모두 신축성, 유연성을 요구한다.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 경직된 조직체, 유동성

이 결여한 구조는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음양의 조화(造化)가 수시로 변화를 창출하는 환경 속에서 한 극단으로 쏠리지 않고,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중용’을 유지하며 계속 변역을 추구하려면, 경직된 의식, 굳어버린 조직원리, 융통성 없는 구조로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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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어려운 법이다. 한 번 기울어져 한계에 도달할 때, 유연한 것은 용수철처럼 다시 튕겨 나와 제자리로 

돌아오는(反) 진동을 할 수 있지만, 굳고 딱 딱한 것은 벽에 부딪히면 부서지든지 벽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만 

초래한다. 적응력의 개념을 유연성으로 이해하면 적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노자

(老子)의 사상 에서 유연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 가지 보기만 들겠다(김경탁, 

1979: 286).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견고하고 강해진다. 초목도 살아 있으면 부드럽고 취약하

나 죽으면 말라서 굳는다. 그러므로 유약한 것이 삶의 현상이며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현상이다. 이러므로 

군사가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도 강하면 꺾인다.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强 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 故柔
弱者生之徒 堅强者死之徒 是 以兵强則滅 木强則折) (노자76장).

3. 문화적 교양으로 정화한 선진사회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문화적 교양으로 정화한 발전으로 이룩하는 선진사회의 모습 또한 상식적으로 단

순한 선진사회가 아니라 문화적 교양으로 정화한 선진사회 혹은 줄여서 ‘문화교양선진사회’ (‘Cultured’ 
Advanced Society)의 이념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요건으로 간주하는 항목은 체로 다음

과 같다.

① 지속적 경제성장

②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태계의 보호와 생명존중

③ 시민민주정치의 정착과 발전

④ 정의롭고 푸근한 복지사회의 실현

⑤ 문화적으로 풍요한 사회

⑥ 기본과 질서가 바로 선 건전한 도덕사회

현재 소위 선진국에서도 이상의 기본요건 전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조건만으로도 불충분하다는 점을 과거 개발시 의 경험에서 터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미국의 지성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는 선진사회의 관념 자체를 도덕성의 정립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다. 여기에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에 한 이해와 이를 실생활에 실천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가 있다. 여기에서는 문화교양으로 정화한 선진사회의 핵심 덕목을 ‘신육덕’ (新六德)이라는 이름으로 시 에 

걸맞게 새로이 정립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인의예악지신’ (仁義禮樂智信)이다. 그리고 여기에 생태계의 보

존과 생태론적 인간공동체의 정립을 위하여 ‘천인합일’ (天人合一)의 가치를 추가하는 관점을 소개한다.

1) ‘인 (仁)’: 사회가 성립하는 정서적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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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성립하려면 정서적 기초로서 인(仁)을 필수로 한다. 제자 번지가 인에 해 물으니 공자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답하 다 (樊遲問仁 子曰 愛人:논어안연편) (김학주, 2009a: 206). 기실 ”인이란 

곧 사람” (仁者人也)이라는 언명이 중용제20장(김학주, 2009b: 64)과 예기표기편 (이상옥, 2003c: 1346)

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맹자는 남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 연민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향이라는 뜻으로 “측은지심이 곧 인의 시작이다” (惻隱之心 仁之端也)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맹자공손

추, 상)(김학주, 2002: 140). 한 마디로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다. 현 사회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경쟁에 내몰린 교육의 산물인 인간은 복지의 사각지 에서 고통 받는 이웃에 한 자비

심이나 측은지심을 잃고 있으며 사회에 한 봉사정신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인의 

새로운 가치를 부각시킬 이유가 있다.

2) ‘의’ (義): 사회질서의 기초

의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義者宜也)(중용제20장)(김학주, 2009b: 64)를 가리키며 인간의 가

야 할 길(義人路也)(맹자고자, 상)(김학주, 2002: 381)즉 ‘도’(道)를 의미한다(道者義也) (예기표기편) (이

상옥, 2003c: 1346). 그리하여 의로써 천하를 재단하는 것이다 (義者天下之制)(예기표기편)(이상옥, 2003c: 

1344). 의는 곧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의 규칙의 기준인 도(道)가 된다. 심리적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옳

지 못한 일에 하여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의의 시초다 (羞惡之心 義之端也)(맹자공손추, 상)(김학

주, 2002: 140). 그 이유는 의롭고 마땅함의 근거는 본시 인이기 때문이다(仁者義之本)(예기예운편)(이상

옥, 2003b: 652). 따라서 군자는 이득이 있을 일을 눈앞에 보고서도 타인에게 사양하는 덕을 베풀 줄 아는데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見利而讓義也)(예기악기편)(이상옥, 2003b: 1034).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인간

의 탐욕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현 사회에서는 옳은 것보다 이로운 

것을 더 중시하여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과 비리가 횡행하니, 이런 문제를 의라는 

덕목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음이다.

3) ‘예’(禮): ‘인의’의 생활 속 실천 원리

금수와 다른 인간의 질서는 예로써 드러낸다. 과거에 성인이 예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

금 도의적인 행동규범이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 금수와 다름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예다 (聖人作爲禮以敎人 使人
以有禮 知自別於禽獸)(예기 곡례편) (이상옥, 2003a: 50). 역시 이러한 예라는 것은 사람이 사양하는 마음

에서 나온다(辭讓之心 禮之端也) (맹자공손추, 상) (김학주, 2002: 140). 따라서 도덕과 인의도 예가 아니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道德仁義 非禮不成)(예기곡례편)(이상옥, 2003a: 47). 그러면 어떤 자세로 예를 

실천하는가? 안연이 스승에게 인에 관해 여쭈니 공자 말씀하기를 스스로를 누르고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라 하 다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禮爲仁) (논어안연편)(김학주, 2009a: 194). 몸가짐과 언행을 바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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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직함과 신의가 예의 근본이고 의리는 예의 표현이기도 하다. 남을 높이고 공경하며 절도를 지키고 사양하고 

겸손함으로써 예를 밝히게 된다 (예기곡례편; 예기편, 곡례편, 중니연거편; 관의편) (이상옥, 2003a: 45; 

47; 51; 2003b: 660; 2003c: 1518). 그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직을 안정시키며 인민을 질서있게 바로잡

는 것이며 이로써 후손을 이롭게 하는 것이 예라 하 다(춘추좌전장공 23년; 희공 11년; 소공 5년)(이석호, 

1980, 상: 106; 218; 303; 431; 하: 95; 606). 오늘날처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진 상황에

서 이와 같은 덕목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4) ‘악’ (樂): 아름다움의 질서

유학은 음악(樂)에 해서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심오한 철학을 제시한다. 인간이 천지만물을 하여 마음으

로 그 아름다움을 느낀 심미적 감응을 소리라는 수단으로 표현하여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풀이하 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음악이 곧 사회적인 현상으로 의미를 갖는다. 시 의 조건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기쁘고 슬픈 정서, 환희와 분노의 감정에 향을 미치고 그것은 바로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음악은 또한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수단이므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질서의 유지와 윤리적 향상에

도 기여한다고 본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몇 마디 소개만 한다(예기악기편)(이상옥, 2003b: 966-967).

고 의 현왕(賢王)들은 근본적으로 주의하고 감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일을 신중히 고려하여 처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왕들은 예에 따라 사람의 지망(志望)을 바르게 지도 하고 음악에 의해 사람의 소리를 부드럽

게 하고 정치에 의해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며 형벌에 의해 사악을 예방하기에 힘썼다. 예악형정(禮樂刑政)의 

사자(四者)는 그 목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또 사자는 민심을 하나로 화합시켜 태평한 세상을 실현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음악을 위시하여 현 예술의 자유방만한 표현법은 개인의 창의력 발휘라는 관점에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

지만, 예술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유교의 음악관에도 귀 기울여 한층 더 발랄하면서도 숭고한 표현을 예술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5) ‘지’ (智): 지식정보사회의 사회적 자본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우선 정보의 확보와 이해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곧 지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긴요한

데, 이때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다. 일찍이 유학에서는 시비

를 가리는 지식과 지혜(智)를 중시하 다. 그래서 맹자는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지혜의 단서라고 하 다 (是非
之心 智之端也) (맹자공손추, 상)(김학주, 2002: 140). 중용에서는 지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나면서부

터 아는 지식(生而知之), 배워서 아는 지식(學而知之), 그리고 노력해서 아는 지식(困而知之)이다 (김학주, 

2009b: 66). 주자는 이 삼지를 슬기로움이라는 ‘지’(智)로종합하 다(이민수.장기근, 1980: 31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지식이 생긴 연후에 사물이나 상에 한 호오(好惡) 즉 좋고 싫음을 형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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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호오가 마음속에서 절도가 없고 지식이 외부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성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되면 하늘의 도리(天理)가 멸한다는 관념이다 (예기악기편)(이상옥, 2003b: 973). “지혜로운 사람

은 미혹되지 아니하 고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아니하니”(知者不惑) (논어헌문편) (김학주, 2009a: 154), “지
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기기 때문이다” (知者 利仁)(논어이인편)(김학주, 2009a: 55). 이 지식, 지

혜와 관련한 공자의 사상에서 특기할 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지혜롭고 겸허한 태도다.

그리고 현시 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성찰해야 할 점으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제 로 알고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생각(사색)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멍청해지고,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신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유념할 일이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
殆)(논어 위정편)(김학주, 2009a:26).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창궐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정작 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올바르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지혜도 제 로 습득하지 못하여 결국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야 하는 우리의 청소년 세 에게 유교적인 지식과 지혜의 의미를 옳게 가르치고 체험하

게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6) ‘신’ (信): 불신의 시 의 사회적 자본

현 사회는 신용사회다. 그러나 신의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서로 믿지 못하여 사회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시 에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의 하나가 곧 신의다. 먼저 “사람이

면서 신의가 없다면 그의 쓸모를 알 수가 없다. 큰 수례에 수례 채가 없다든가 작은 수례에 멍에 걸이가 없다

면 그것들을 어떻게 가도록 하겠느냐?”(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可以行之哉) (논어위정

편) (김학주, 2009a: 30). 또한 군자는 “의로움으로 바탕을 삼고, 예로써 그것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그것을 

말하고, 신의로써 그것을 이룩한다. 그래야 군자다!”
(君子義 以爲質 禮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논어위령공편)(김학주, 2009a: 270). 또한 나라를 

다스림에서도 신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공이 정치에 해 묻자 공자 말씀하 다. “을 것을 풍족하게 하

고, 군비를 충분히 하고,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足食 足兵 民 信之矣) (논어안연편)(김학주, 2009a: 198). 또한 “남의 임

금이 되어 아래 사람들에게 신의의 덕을 갖추어야 하고 남의 신하 된 자는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충신과 독경이야말로 아래위 한가지로 하늘의 마땅한 도리다” (君人執信 臣人執恭 忠信篤敬 上下同之 
天之道也) (좌전양공 22년)(이석호, 1980, 중: 456).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니 사회 자체가 성립하고 유지하려

면 상호간의신의가 핵심임을 알도록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현 사회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려면 공동체적인 삶이 부담스럽지 않고 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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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행복을 주는 모습을 재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신적 원리로서 우리는 유학의 천인합일론을 

제시한다.

7) ‘천인합일론’과 자연생태계 보존 및 개선

동아시아가 미래 신문명 창조에 기여할 만한 전통사상의 하나로 ‘천인합일론’ (天人合一論)을 들 수 있다. 

서양의 기술문명이 자아낸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동방사상에 깊이 뿌리내린 인간자연조화론적 사상

을 잘 가다듬어 전지구적인 사상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환경보호에 이로운 생태관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 천인합일론은 ‘천지인삼재’의 관념틀로 이루어진 것으로 삶의 터전인 생태계라는 

체계 속에서 인간과 사회는 자연과도 상생적인 관계 속에 존재해야 마땅하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Chan, 

1973; Fung, 1983; Schwartz, 1985). 이런 생태학적 사고는 서방 선진국에서 시작한 인간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오염을 개선해야 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을 하 다. 

그러나 이제는 동방의 천일합일사상으로 이를 한층 더 높은 철학적 사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 시급하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념과도 맞닿아 있음이다. 여기에 음양 변증법적 사고틀을 

첨가하면 더욱더 심오한 자연, 인간, 사회의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생태론적 사상은 비단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공동체도 하나의 

생태계와 같다는 원리로 원용하면 인간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는 오늘의 세계에 새로운 공동체주의적 사회관

을 심어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4. 유교적 공동체주의 : ‘신공동체운동’의 가치지향

현 사회의 문제점 중 근 화가 초래한 변화의 결과로 외로운 인간의 군상, 극단적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창궐 및 가족,이웃,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관계 붕괴와 같은 공동체 쇠락, 상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

를 치유하기 위해 서방세계가 지나친 자유주의 . 개인주의 강조로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게 된 데 

해서 유교적 공동체주의(Confucian communitarianism)가 안적 이념으로서 공동체 복원 운동의 지침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신공동체 운동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한 이념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
화교양선신사회’의 조직원리를 채용하기를 제안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 

복지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분권적 다원적 공동체주의적 집합주의다.

1) 자발적 복지사회의 조직원리

자발적 복지 사회 (voluntary welfare society)의 기본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집합적인 행위에 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공복지의 목표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원리가 우선한다.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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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집단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발전의 가치 표준 자체에 어긋나는 비인간적인 일이다. 자발성의 가치는 

인간이 권력의 강제나 금전적 유인의 강제력에 따라 행동하는 일차원적 존재임을 거부한다. 문화교양선진사

회를 지향하는 발전의 가치체계가 강조하는 자율성도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적 봉공의 정신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고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기하고

자 할 때도, 국가의 집권적인 힘만으로는 벅차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이 가진 무한정의 가

용자원을 활용하고 협조를 얻는 것이 실질적이고 현명하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 간에 진정한 파트

너십이 긴요하다 (김경동, 2012).

2) 분권적 다원적 공동체주의적 집합주의

명칭이 장황하지만 문화교양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자발적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조직원리는 기본적으로 분

권적 다원적 공동체주의적 집합주의 (Decentralized Plural Communitarian Collectivism) 또는 분권화한 공

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권력과 자원의 독점을 피하고 분배의 공정성을 기하려면 분권화는 불가피하기 때문

에, 사회전체의 계층구조는 비교적 불평등정도가 크지 않고 중간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의 사회다. 

국가나 민간 부문에서나 개별 조직체들도 마찬가지로 위계서열적 계층이 폭 줄어든 모습일 것이다. 사회 

내부의 지역들과 부문들은 각기 상 적으로 자율적인 분권적 공동체 단위로 운 할 것이고, 부분 조직단위들

도 비교적 자율성이 큰 조직원리가 지배할 것이다.4)

이 같은 자발적 복지사회의 분권적 공동체의 운 에 해서는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가족의 효제 

실천에서 출발하자는 것인데, 거기서 비롯하여 육행 (六行)으로 나아가 실천하도록 어린 자녀를 일찍부터 교

화할 필요가 있다. 육행이란,

① 효(부모에 하여)

② 우(友: 형제, 친구 간 우애)

③ 목(睦: 친족간 화목)

④ 인(姻: 인척들과 두터운 정분)

⑤ 인(任: 남을 위해 힘쓰는 생활)

⑥ 휼(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휼)

그리고 한국고유의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나눔 문화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표적인 보기가 다음과 같다.

① 두레: 이해관계, 반 급부 초월, 상호간 노동력을 제공

② 품앗이: 상호 기여에 한 상호교환의 노동력 상호제공의 관행

4) 이 개념은 본래 Gurvitch (1971)가 시사한 것인데 그가 분권적 다원적 집합주의 (decentralized plural collectivism)이라 한 

것에 공동체주의(communitarian)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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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契): 금융협동조합 형식의 나눔

또한 퇴계, 율곡 선생 등의 향약 4 강령도 참조할만하다.

① 덕업상권(德業相勸), ② 과실상규(過失相規), ③ 예속상교(禮俗相交), ④ 환란상휼 (患難相恤)인데, 마지

막 환란상휼의 구체적 내용을 예시하면, 급란 구제, 질병 구조, 법률적 형사구조, 미혼자의 부조(嫁資補給), 

빈궁 진휼(賑恤), 외로운 약자(孤弱) 부양, 장례 조위, 사창(社倉) 경 , 산업상조, 청결보건의 위생상호(衛生
相護) 등이다. 그리고 여민동락(與民同樂)의 노블레스 오브리주(noblesses oblige) 정신이야말로 올바른 선비

정신의 발로다 (신용하⋅장경섭, 1996; Chang, 2003).

이 같은 공동체 운동의 중요한 지침으로 공자의 유토피아적 이상사회관이 담긴 유교의 동(大同)사회의 

이념형을 살펴보자 (이상옥, 2003b: 618).

공자가 말씀하 다. “옛날 큰도(大道)가 행하여진 일과 3 [하⋅은⋅주]의 현한 인물들이 때를만나 도를 

행한 일을 내가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3 의 현들의 한 일에 하여는 기록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큰 도가 행하여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두 만인의 것 (公器)으로 [사사로이 그 자손에게 세습하는 일이 없이] 

되어 있다. 사람들은 현자와 능자(能者)를 선출하여 관직에 임하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상호간의 신뢰친

목을 두텁게 하 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았고, 각자 자기의 자 식만을 자식

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노인에게는 그의 생을 편안히 마치게 하 으며 장정에 게는 충분한 일을 시켰고, 어린

이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하 으며, 과부⋅고아⋅불 구자 등에게는 고생 없는 생활을 시켰고, 성년 

남자에게는 직분을 주었으며, 여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남편을 갖게 하 다. 재화라는 것은 헛되이 낭비되는 

것은 미워하 지만 반드시 자기에게만 사사로이 독점하지 않았으며, 힘이란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

면 안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을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리를 위해서만 쓰지는 않았다.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이

었기 때문에 [사리사욕에 따른] 모략이 있을 수 없었고, 절도나 폭력도 없었으며 아무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

었다.

이것을 동의 세상이이라 말하는 것이다 (大道之 行也 天下 爲公 選賢與能 講信脩睦 故 人不獨親其親 不獨
子其子 使老有所終 壯有所用 幼 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惡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惡其不出於 身也 不必爲己 是故 謨閉而不興 盜竊 亂賊 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예기예운 편).

또는 자하 (子夏)의 “사해의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라” (四海之內 皆兄弟也)(논어안연편) 는 뜻이 담겨 있

기도 하다(김학주, 2009a: 196).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신뢰와 화합으로 포용, 상생하는 공동체적 사회의 이념

형이 드러나며, 이는 넓게는 세계평화의 이념적 모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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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한정된 시간과 지면에 다루기에는 벅찬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논의하 지만, 유교는 분명히 21세기 인류

문명에 새로운 도덕적 지침을 제공할 정신적 자원을 충분히 간직한 사상체계다. 물론 이 문제를 더 깊이 천착

하기 위해서는 유교의 주요 경전을 더 풍부하게 연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유익한 이론과 사상을 

발굴한다 해도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른다. 이에 관한 한, 본고의 정신은 ‘유연성’과 

‘자율성’이다. 어느 사회, 어떤 집단이든 유교사상의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과 배경

을 일단 접어두고 우선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음미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 제도와 정책 설정은 각기 사회의 처지에 적정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이야말로 여기서 제안하는 문호교양선진사회의 참 모습일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에도 유학도들은 자기들이 배운 철학과 이념을 현실화 하는 데서 갖가지 장애와 방해에 직면

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적한 이가 de Bary 교수다 

(de Bary, 2003: 364):

과거 유학자들이 여러 유교적 제도를 본래의 진정한 모습으로 설정하고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목적에 따

라 제멋 로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문제는 오늘날이나 과거 전근 적 상황이나 

그런 이상을 채용하고 즉각 실현하는 데서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뜻이 맞지 않든가 혹은 적

적인 체제의 환경에서 유교 이상을 구현하는 제도가 과연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듯이 

추정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본래 공자 스스로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이점에 해서는 Schwartz 교수의 말을 들어 보자 (Schwartz, 1985: 189):

공자가 꿈 꾸었던 것은 마치 자신이 70세가 지나서야 그랬던 것처럼, 교양있는 행동이 ‘그냥 자연스레 저절

로’ 행해지는 사회 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있었

다. 군자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 아플 만큼 정성스러운 자아성찰적 검토, 행동에 한 빈틈없는 주의, 

학문수련에 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 예(禮)의 세심한 실천, 그리고 정부에서 양심껏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만이 도(道)를 이 세상에 회복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정다산이 강조했듯이 이런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자면 수신제가평천하 (修身齊家平天下)의 초석인 

‘성’(誠)의 실천 밖에 도리가 없음이다. 다만 끝으로 이런 과제를 실천하려면 역시 유교가 가장 경쟁력 있는 

교육이 첩경이다. 가정에서 비롯하여 학교는 물론 오늘날 다중매체가 활개치는 지식정보사회의 각종 매체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세상을 바로 잡을 유교적 이상 실현을 위한 교육운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국내의 일만이 아니고 이제는 전지구화 시 인 만큼 전 세계를 상 로 이런 운동이 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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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처럼 일어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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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문명의 가치

천라이 (陳來 - 중국 청화  국학연구원장)

축의 시 (Axial Age)의 유가문명은 초기문명과 서주(西周)의 인문사조가 발전한 결과로, 문명의 가치와 

덕성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 중요 가치와 덕성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유가문명은 특히 인애(仁愛), 예교(禮敎), 책임, 공동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후세 철학에서 이러한 

가치의 보편적 의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인애이다. 모두 알다시피 유가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관념은 ‘인(仁)’이다. 인은 타인에 한 태

도이자, 타인에 한 관심과 사랑이며, 또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국어(國語)는 “인은 인간에 

관한 것이다”라고 서술했고, 중국 동한(東漢)시기의 자전 설문해자(說文解字)는 “인은 가까운 사이를 뜻하

며, 사람이 둘 있다는 의미다.”라고 기록한다. 인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친애(親愛)를 의미한다. 청나라 

학자 완원(阮元)은 인(仁)의 왼쪽에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는 숫자 이(二)가 있다는 것을 들어 두 사람 사이

의 친애하는 관계를 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에 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 즉 인은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완원의 견해

는 인의 상호성을 강조한다. 공자는 인을 최고의 도덕관념으로 여겼고, 공자와 맹자는 인자는 타인을 사랑한

다고 했다. 인은 공맹사상에서 이미 보편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부모의 사랑이나 보통 사람에 한 사랑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물론 인은 사랑을 의미하지만, 사랑이 반드시 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사적인 

정에 치우치면 인이 될 수 없다. 인애는 보편적이고, 공평무사한 박애(博愛)다. 맹자는 인을‘가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시켰으며, 인애의 상은 이미 사회윤리에서 인간의 자연에 

한 사랑으로까지 확 되었다. 중국 유학은 인과 덕을 도덕 체계와 가치 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둔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의 기본 정신은 쌍방에게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로써 존중하라고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하는 법도에 따라 서로를 하고, 사람을 하는 태도에 예의를 다하며 경의와 친애의 

정을 표현한다. 이로써 ‘인’이 포함하고 있는 오래된 인도주의 관념을 보여준다. 유가는 그것을 박애와 인자로 

확장했지만, ‘인’은 일방적이고 주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 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신유가의 표 인물 양수명(梁漱溟)은 유가문화의 윤리를 ‘상 방을 존중’하는 것으로 개괄하

며 유가의 전통적인 인학(仁學) 윤리 정신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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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실천은 일반화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제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헤아릴 것(推己及人)’인지 해결했

다. 이것은 충서지도(忠恕之道), 특히 너그러움(恕)에서 해답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공자가 말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논어⋅위령공(論語⋅衛靈公))’의 뜻과 일치한다. 상 방

을 존중하는 이유로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이는 현시  

이미 글로벌 윤리의 보편원칙이 되었다.

둘째는 예교(禮教)이다. 고  유가문명은 ‘예악(禮樂)문명’이라 불렸으며, 예는 고  유가문화에서 아주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자는 예의 실천은 인을 행하는 기본이라고 했다. 유가사상은 동아시아 축의 시 의 

문명을 표하며, 축의 시 의 유가사상은 ‘예’ 문명과 아주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주

의 예악문명은 유가사상의 모체이며, 축의 시 의 유가는 ‘예’를 중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예성(禮性) 정

신이 충만하다. 예성은 예교의 본성과 정신, 가치에 한 이성적인 긍정으로 볼 수 있다.

유가에서 도덕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 중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며, 이런 행위의 공동 모델이 

바로 예이다. 예는 상호 존중의 표현이자, 인간관계에서 인성화된 형식이다. 물론, 고  역사문화에서의 ‘예’
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지만, 고  예서(禮書)에는 선비 이상의 귀족사회의 생활 예의, 귀족 생활과 교류 관

계의 형식규정 및 발달된 형식표현과 형식예절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예는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하는 것

을 귀하게 여긴다(禮尙往來)”는 옛말은 명나라 예가 제사의식에서 벗어나 서주(西周)의 교류관계의 형식화된 

규범체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해 보면, 고  의예(儀禮))는 부분 고  귀족 생활에 속하는 

경전, 명절, 인생여정, 인간교류에 관한 예식과 행위 규정에 속한다. 하지만 훗날 예기(禮記)는 ‘예의의 시작

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안색을 평화롭게 하고, 말을 온순하게 하는 것이다.(예기(禮記) 관의편(冠義篇))”
를 강조했다. 예를 행위규범의 체계로 삼고 용모와 어투의 규범과 수사를 예의 기본으로 강조했으며, 예의범

절을 익히는 첫걸음으로 보았다. 고 의 예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예의의 행동규정을 포함한다. 특정 장

소에서의 진퇴읍양(進退揖讓), 언어응답, 격식순서, 수족의 행동 모두 예의에 따라 행동했으며, 행동형식이 

발달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유아기부터 학습되었고, 일종의 자율적인 예술로 양성되었다. 바로 이 행위

예술이 바로 당시의 문명이자 교양이었다. 자하(子夏)는 심지어 “군자는 삼가면서 실수가 없고, 공손하여 예를 

다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형제와 같다.(논어(論語))”라고 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온 세상 사

람들이 형제가 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의 ‘문(文)’은 형식적인 부분이며, 가변적이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변할 수 있다. 예의 

‘체(體)’는 불변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수천 년 이래로 유가 문화는 일종의 ‘예교정신’을 키워왔으며, 이는 제사 

예의에서 기원하여 종교 실천을 통해 점차 독립적인 사회의 교류의 예절로 변해왔다. 이는 상고시  이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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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 별 예속 표현을 포함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예절의 보편정신을 초월하는 일종의 인문주의 예성(禮性) 

정신이다. 예의 문화는 예의 정신, 예의 태도, 예의 규정이라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유교문명의 ‘예’는 ‘타인

에게 공손한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온화(溫和)•선량(善良)•공경(恭敬)•절검(節儉)•겸양(謙讓) 등 다섯 가

지 덕목’을 기본 태도로 하고, 행동의 전면적인 예의화된 수식과 예속을 문명 체계로 한다. 어찌됐든 예는 개

인의 수양에 큰 의의를 가지며, 사회의 정신 문명을 높이고 낡은 풍속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호례(好禮)’는 타국과 그 국민의 행동방식을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셋째는 책임이다. 고  유가의 덕행론은 매우 발달하여 춘추전국 시 에 이미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다. 그 

중에서 충신인의효혜양경(忠信仁義孝惠讓敬)은 개인과 타인 및 사회와 직접 관련된 덕행이다. 이런 사회성 

덕행은 타인과 사회에 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효(孝)는 부모에 한 책임감을 표현하고, 

충(忠)은 최선을 다해 남을 위하는 책임감을 표현하며, 신(信)은 친구 간의 책임을 표현하는 등이다. 상 적인 

권리 측면으로 보면, 책임이 추구하는 덕행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한 의무를 다하

고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고  유가의 도덕 개념인 ‘의’는 책임에 한 요구를 포함한다. 유가사상에

서 개인과 타인, 개인과 공동체는 연속적인 관계에 놓이며 분열된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

서 상 방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상 방에 한 책임을 미덕으로 삼고 이런 관

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책임감은 유가 문화가 만들어낸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의식이다.

유가문화에서 개인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며, 사회관계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개인 중심

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 개인과 기타 상으로 구성된 관계에서 인간은 권리와 상으로 구성된 관계가 

아니라, 책임감과 상으로 구성된 관계이다. 개인과 타인의 관계 형성에서 자아 중심이 아니라, 자아를 출발

점으로 상 방을 존중하고, 개인의 이익은 책임이 요구하는 것 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개인을 잊어 버린다. 책임은 때로 사회에 속한 개인에게 중요한 실천 원동력이 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개인은 사회관계 속에 내포된 존재이며 다양한 상과 여러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은 다중적이며, 단일적이지 않고, 개인은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상 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유가사상은 계속 책임의 엄숙함을 강조해 왔다.

넷째는 공동체이다.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의 

도덕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실천된다. 공동체에서 개인을 초월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고, 그것은 

가족, 사회, 각종 행정범위로 확장된다. 예를 들면, 향(鄕), 현(縣), 성(省)에서 국가로 확장된다. 유가문명은 

특히 가정의 가치를 중시했고, 가정은 개인이 사회로 발전한 최초의 단위이다. 유가문화의 주류 사상은 개인

의 권리나 이익을 강조하지 않고, 개인의 가치는 공동체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 또한 사회는 개인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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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개인과 공동체의 융합을 강조하고, 공동체에 한 개인의 의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강조했다. 

고  유가사상은 공동체에 한 추상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가정’, ‘국가’, ‘사직’, ‘천하’ 등의 개념을 사용해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의의와 가치를 표현했다. 그 중에서 ‘능군(能群)’, ‘보가(保家)’, ‘보국(報國)’등은 공동체

의 안녕과 조화, 번 의 중요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공동체와 사회에 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고, 개인 보다 

공동체를 우선시 하고 중요하게 여겼다. 훗날 ‘천하의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긴다(以天下为己任)’, ‘천하의 

흥망은 필부도 책임이 있다(天下興亡匹夫有责)’,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은 생사를 같이 한다(苟利國家生死以
之)’라는 말은 모두 중국 유가 문화에서 자주 보이는 사 부의 언어이며, 이는 사회에 깊은 향을 미쳤다. 

표현 형식에서 사회에 한 강조는 ‘공(公)과 사(私)’의 립을 통해 표출되었다. ‘공’은 개인을 뛰어넘어 더 

큰 공동체 이익을 향한 가치 다. 예를 들면, 개인이 사적이라면, 가정은 공적이며, 가정이 사적이면, 국가는 

공적이 되는 것 등등이 있다. 공동체의 공과 국가사직의 공은 더 큰 공에 속하며, 가장 큰 공은 천하의 공덕(公
道), 공평(公平), 공익(公益)에 있다 하여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 했다.

유가 윤리는 개인 중심적이기 않고, 공동체를 향한 개방적이고 연속적인 동심원 구조로 표현된다. 즉 개인-

가정-국가-세계-자연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끊임없는 확장되는 것으로, 유가 윤리는 다양한 것을 포함하며, 

서로 다른 단계의 공동체에 한 책임을 확인한다. 축의 시  유가문명이 형성한 기본 가치는 동아시아 문명 

이후의 발전을 주도하는 가치가 되었다. 축의 시  이후, 2천년의 발전을 통해 유교문명은 자신의 명확한 가치

를 형성했다. 이는 크게 책임이 권리보다 우선한다, 의무가 자유보다 우선한다,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한다, 

조화가 충돌보다 우선한다는 네 가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가문명의 가치와 현  서양의 가치는 큰 차이가 난다. 현  서양의 자유주의 도덕 중심 원칙은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에게 공동 선을 요구하는 

것을 근본적인 개인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유가와 세계의 각종 종교 윤리는 사회의 공동선, 사회책

임, 공익 미덕을 강조한다. ‘공동체’와 ‘개인’, ‘책임’과 ‘권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윤리 언어이며, 서로 다른 

윤리적 입장을 반 한다. 윤리학의 공동체-책임 중심 입장은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즉, 자유와 

인권에 동의하며, 권리와 개인 중심의 윤리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유가문화는 근 와 현 의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왔으며, 현 화의 사회전환과 세계적인 변화에 직

면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인권 선언의 모든 요구를 수호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거나 윤리가 개인의 인권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윤리 문제에서 권리의 언어와 권리에 한 사유는 아주 제한적이며, 권리를 

중심으로 한 사유의 확장은 현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이다. 권리는 종종 개인주의와 연관된다. 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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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권리 중심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의 권리를 단체의 목표와 사회의 

공동선 보다 우선시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무와 책임, 미덕은 형성되기 매우 어렵다.

권리 중심 유형은 인간의 소극적인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강조하며, 사회 공익을 개인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공익과 개인 이익의 충돌을 직시하지 않는다. 공동체와 책임 중심 입장은 긍정적인 의미의 가

치태도를 형성할 것을 주장한다. 20세기 신유가 학자 양수명(梁漱溟)은 ‘상 방을 중시’하는 책임 중심 입장을 

취하며, 개인주의와 권리 중심 입장을 인생의 기본 태도로 삼는 것에 반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유주의를 

인생의 기본 태도 및 윤리원칙으로 삼는데 반 하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유가의 태도란, 권리 중심 윤리에 

한 현  유가 문명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다. 양수명의 ‘상 방이 중심이 되는’ 윤리관 또는 그가 주장하는 

유가 윤리는 주체를 표출하는 의식과 확실히 다르다. ‘상호 주체성’ 관념과 다른 의미를 가지며, 일종의 ‘타자’ 
중심의 윤리이다. 이런 윤리는 타자를 인정하고, 타자에 한 정, 의무, 존중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존중은 

교환의 의미가 아니라, 전재 조건 없이 ‘상 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양 문화의 주류 중에서 인권은 개인이 국가에 해 요구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인권은 각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정부에 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 요구는 정부의 책임과 의

무이다. 고  인권 개념은 단지 정부에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며, 개인의 사회, 가정, 타인에 한 의무와 

책임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권리 개념은 서양 근  이후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이며, 근  시장 경제

와 정치 민주 발전의 산물이다. 하지만 초점을 사회에 한 개인의 요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회에 한 개인

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 개인은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개인의 책임을 소홀

히 했다.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인 유가 윤리의 가치는 현  사회에서 서로 다른 표현 형식을 가진다. 예를 들면, 현  

동아시아 세계에서 싱가포르의 ‘아시아적 가치’에 한 견해차도 그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의 아시아적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서아시아, 남아시아 문화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에 한 의문이 생기지만, 리콴유(李光耀)의 해

석에 따르면 소위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의 향을 받은 가치의 구현이다. 이런 ‘아시아

적 가치’는 동아시아의 전통성과 현 성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가치 태도와 원칙이다. 이런 원칙은 동아

시아의 문화, 종교 및 정신적 전통에 기원한 역사발전이며, 아시아가 현 화 과정에서 세계에 응해야 할 

도전이다. 전통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아시아의 현 적인 경험에 적합하게 형성된 것이다. 리콴유가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다섯 가지 원칙으로 개괄할 수 있다. 하나, 사회와 국가는 개인보다 중요하다. 둘, 

국가의 근본은 가정에 있다. 셋, 국가는 개인을 존중해야 한다. 넷, 충돌보다는 조화가 질서유지에 유리하다. 

다섯, 종교 간에는 상호보완하고 평화공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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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가지 원칙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도 내포하며, 백 년 동안 흡수한 서양문명과 시장경제, 민주정

치 과정에서 발전한 새로운 가치,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아시

아적 가치’의 모든 요소가 아시아성(Asianness)만 띄는 것은 아니다. 현대 아시아적 가치와 서양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모든 가치 요소가 다른 게 아니라, 가치 구조와 서열이 다른 것이며, 가치의 중심이 다른 것이

다. 사실상, 이는 개인주의를 우선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싱가포르식 아시아적 현대 가치관이며 싱가포르식 

현대 유가 문명의 가치관이다. 그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종족과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의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 이익 중심의 가치 태도

는 인권을 압제하는 구실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민주제도와 개인을 존중하는 가치에 따라 인권의 보호를 

받는다. 현대 서양 가치와 다른 점은 이러한 가치 태도가 개인에게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무와 책임은 공동체의 기본적인 공감대와 공유하는 가치와 일치한다. 물론 

싱가포르의 윤리가 현대 유가 윤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대 유가윤리는 공동체 가치와 책

임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인간에게 전통 미덕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미덕을 인성이 구체화 된 것이

자, 사회의 보편적 이익이 승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가치는 사회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노력 외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문화와 문화, 인간과 자연의 공생화해 등에 힘쓴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인 가치 속에서도 

현대 유가는 여전히 인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리콴유의 정치적 시선과 차이가 있다. 

인애의 원칙, 예교의 정신, 책임의식, 공동체 중심은 개인주의와 상반되는 가치이다. 여기에서 발전된 협동 

공동체, 예교 문화, 협력 정치, 왕도세계는 현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다. 협력 공동체는 개인주의와 달리 공동

체적 의의를 중시한다. 예교 문화는 법치주의와 달리 도덕 의식을 중시한다. 협력 정치는 충돌하는 정치와 

달리 협력의 정치 소통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왕도세계는 제국주의 강력한 패권과 전혀 다른 질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인을 중심으로 하며 인은 상호관계와 공생화해를 기본원리로 삼는다. 또한 서양의 근대 

주류가치와는 다른 보편적인 문화 원리이다. 현재 사회에서 인은 서양의 현대적인 가치와 상호보완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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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획세션Ⅰ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09:30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중회의실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록
08:30~09:30 

(60분)
등록

특별강연Ⅰ

09:30~09:50 

(20분)
성리학과 동아시아 유학(교)사회의 형성
발표자：진관타오/金觀濤 (대만 정치대학 교수)

09:50~10:10 

(20분)
‘민주인학(民主仁學)’ 체용론(體用論)의 4요소를 논하다
발표자：우광/吳光 (중국 절강성 유교연구회장/사회과학원 철학소 교수)

휴식
10:10~10:30 

(20분)
Coffee Break

플레너리 

세션Ⅰ
10:30~12:00 

(90분)

유교와 민주주의
사  회：이효걸 (안동대 교수)
발표자：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과 교수)

장현근 (용인대 중국어과 교수)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

토론자：홍원식 (계명대 철학과 교수)
안외순 (한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과 교수)

오찬
12:00~14:00 

(120분)

특별강연Ⅱ
14:00~14:20 

(20분)

현대사회에서 유교의 가치
사  회：박원재 국학진흥원 
발표자：도날드 베이커/Donald Baker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대)

휴식
14:20~14:30 

(10분)
Coffee Break

플레너리

세션Ⅱ
14:30~16:00 

(90분)

유교와 자본주의
사  회：류석춘 (연세대 교수)
발표자：박  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석근 (아산서원 아산정책연구원)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이재율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왕혜숙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배병삼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특별강연Ⅲ
16:30~16:50 

(20분)

이학과 동양의 심미적 정서
발표자：리우칭펑/劉淸風 

(<21세기>편집장/홍콩 중문대학 중국문화연구소 명예연구원)

플레너리

세션Ⅲ
16:50~18:30 

(100분)

유교와 여성문제
사  회：김혜숙 (이화여대 교수)
발표자：허라금 (이화여대 여성학)

김세서리아 (이화여대)
김미영 (서울시립대 철학과)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
박정심 (부산대 철학과)
이선경 (성균관대 교수)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103

특별강연Ⅰ

성리학과 동아시아 유학(교) 사회의 형성

진관타오 (金觀濤 - 만정치 학 교수) 

[개요] 

동아시아 문명은 유학과 불교의 향 아래 형성되었다. 중국은 한 에 형성된 가족과 국가의 결합된 사회구

조로 인해 불교가 유입되기 전부터 유학이 국가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유학은 줄곧 

불교와 경쟁이 되지 못했다. 불교는 일본의 궁극적 가치로서 천황 제도의 확립에 향을 미쳤고 한국은 오랜 

시간 유학과 불교의 향을 함께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성리학이 성립된 이후 큰 변화가 발생한다. 성리학은 

천리세계에 한 고찰을 통해 불교의 수행방법을 흡수하여 불교가 더 이상 유교적 질서를 흔드는 것을 방지함

으로써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한다. 이것이 동아시아 유교사회의 형성 과정이다. 

본문은 성리학이 한중일 사회에 미친 차이점을 비교하고 동아시아 삼국의 사회구조 차이로 인해 정치문화

의 전통이 실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 다. 중국 성리학이 가족과 국가의 결합 구조의 형성에 미친 

향으로 유지들의 현(縣) 이하의 자치와 가족 향약이 형성되었다. 일본에서 성리학은 관학으로 자리잡아 천

황과 막부의 이원구조의 안정에 기여했고, 도쿠가와 막부 시 에 들어서 정치와 유가 윤리의 이원화를 탈피한 

일본식 유학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성리학은 불교를 극복하고 한국이 조선이라는 근세 시 로 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조선이 중국 및 일본과 다른 점은 한국의 유학은 성리학의 또 다른 수신방법인 양명학을 부정하

고 동아시아에서 자신만의 유학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아시아 삼국의 유학의 차이점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한중일 전통사회에서 현 사회로의 변화에서 문화적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

1. 유가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제조건

오늘날，21세기 유학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부각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현상을 중국문

화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며, 한때 역사적으로 유학이 동아시아 공동의 정치문화 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뒷

받침하려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천하관(天下觀)'을 다시 언급하며 현 민족국가의 질서를 재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러한 견해는 역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사실 유학은 장시간 동안 세계적인 문화는 아니었다. 도덕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어 다른 고등종교의 

초월적 세계관과는 달랐고, 가족제도 및 가족과 국가의 결합 구조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외 다른 

국가에 향을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다른 세계적인 고등종교와 경쟁할 수도 없었다. 이는 21세기 이전, 유학과 

불교가 각각 동아시아에 끼친 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중국사회는 비록 불교 유입 전에 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 가족과 국가의 결합구조를 마련했지만, 불교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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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북조 시 에 300년 간 분열에 빠지게 된 것도 그 예일 것이다. 

유학이 불교와의 경쟁에서 세계적 문화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점은 동아시아(일본과 한국)에서 더욱 분명하

게 나타난다. 기원전 545년 쇼토쿠 태자는 다이카개신을 시행하 다. 당의 중앙집권 제도를 받아들이고 당에 

사신을 보내 불교와 유학을 전면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결과는 어떠한가? 유학의 일본에 한 향력은 불

교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불교는 일본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 정치정치제도 정당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나아가 일본의 국민신앙으로 자리잡았다. 일본 천황(天皇) 제도의 확립에서 이 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

본 천황만세일계(天皇萬歲日系)는 신도(神道: 일본고 종교)에서 파생된 듯하지만, 사실 이는 근 에 이르러

서야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 천황(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 및 이세신궁이 국가제사 상이 됨)라는 칭호

도 서기 7세기 이후에 생긴 것이다.

신도는 일본의 토종원시종교로서 초월적 세계관과 결합하지 못했더라면 천황만세일계도 성립되기 어려웠

을 것이며 이렇게 오랜 시간 존속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 전통사회의 가장 특수한 부분은 신도가 

불교를 받아들 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천황의 정당성은 완전히 불교에서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천황 즉위식은 이러한 점을 잘 반 하고 있다. 즉위식에는 2개의 물건이 꼭 필요했는데 하나는 불교의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신도의 도구이다. 약 1301년부터 천황의 즉위식은 즉위관정(即位灌頂)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고 석가모니의 진언과 석가모니의 공인이 의식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불교의 도구는 신도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 심지어 신도 상제는 1487년부터 약 300년간 중단되기도 했다.이는 신도가 한 때 완전히 불교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이카개신으로 천황만세일계가 확립되었지만, 불교의 속세에 한 도외시 때문에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권력은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 10세기 이후, 황권이 몰락하 고 공지(公地)와 공민(公民)이 완전

히 해체되었다. 사무라이 계급과 장원제가 결합하여 천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치 무장세력이 등장하게 되었

는데 이를 막부(幕府)라 한다. 막부는 한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원래는 군사 장군이 출정할 때 사용한 막사를 

가리킨다. 막부는 국가의 실권은 장악했지만 불교를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통치에 한 정당성은 

얻지 못했다. 아무리 막부의 권력이 크다 해도 그저 쇼군(征夷大將軍)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천황과 막부

가 병존하는 이원 정치구조가 나타났다. 쇼군과 사무라이 계급은 유가의 충과 효를 통치에 한 정당성의 근

거로 내세우려 했지만 불교가 지배하는 일본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국식의 가족과 국가 결합체

제도 세우지 못했다. 불교의 정당성과 필적할만한 통치이념을 찾기 전까지 일본의 이원정치구조는이원정치구

조는 계속되었다. 이는 유학이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계적 문화가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다.

일본 역사상 세 번의 막부가 있었다. 각각 가마쿠라 막부, 아시카가 막부, 도쿠가와 막부라 한다. 두 번의 

막부 시 에 정권은 불안정했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에 이르러 이원정치구조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도쿠가

와 막부는 이전의 두 번의 막부와는 달랐다. 각 다이묘들을 통합하고 신분제의 봉건사회를 구축하여 민간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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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향을 미치는 정부를 설립함으로써 전 사회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천황은 명목상 최고통치자 고 막부의 

쇼군은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실권자로서 정당성을 확립했다. 도쿠가와 막부 시 에 이원구조가 안정된 이유

는 무엇일까? 일본인이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쇼군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도쿠가와 막부시  때 처음으로 주희의 성리학이 정치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치이념이 되었기 때문

이다. 

불교와 유학은 본래부터 상호 충돌되는 이념이다. 그러나 성리학은 불교를 유학의 수신(修身) 방법으로 삼

는 방안을 제시하 다. 성리학은 일본에서 이원정치구조와 결합하여 기독교 신학과는 다른 상호 통합되는 초

월적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이후 일본은 유교사회로 진입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역사적으

로 한국의 가족제도는 중국에 많은 향을 받았지만, 유학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교와 경쟁이 되지 못했다. 

사실상, 유학이 세계적 문화가 되고 동아시아 삼국 정치제도 정당성의 기초가 된 건 성리학의 성행과 관련 

있다. 성리학은 유학과 불교의 융합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래서 필자는 유학의 세계적 의미에 해 이야기할 때 유학이 다른 문화와 융합하는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유학의 가치관은 더 이상 중국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서로 다른 사회구조에서 

유학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는 유학사회의 형성으로 예로써 성리학과 사회 조직의 관계에 

해 이야기하려 한다. 성리학이 생겨난 이후에야 세계적인 유학이 탄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불교를 수용한 유학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전통사회와 상호 작용을 통해 동아시아의 다양한 유교사회를 형성했

고, 각 사회마다 다른 현 화 전환 및 유학의 현 에 해 향을 미쳤다.

2. 중국의 성리학   

중국 역사학자들은 송  이후 중국 전통사회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다. 이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장기 분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가족 조직이 성숙해져 가족

과 국가의 결합 구조가 현 이하의 자치를 통해 광 한 민간사회를 흡수하게 되었다. 셋째, 유학의 외부 충격에 

한 흡수력이 강해져 혁명적 이상향을 포함한 중국 근  전통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성리

학의 중국사회 개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국 역사에서 모두 네 차례의 멸불(滅彿)운동이 발생했다. 각각 후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무종 회창 및 

후주 세종 때 멸불 운동이 있었다. 삼무일종(三武一宗) 법난은 모두 중앙정부가 불교를 극복하는 과정에 발생

한 분열이자 국을 건립 및 유지하기 위한 조치 다. 그렇다면 송  이후 멸불운동이 재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와 유학이 서로 결합하여 불교가 더 이상 가족과 국가의 결합구조에 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

문이다. 

한 에 중국 전통사회의 기본 구조가 형성된 이후로 가족과 국가의 구조는 3단계로 이뤄졌다. 상층부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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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료 기구이고 그 중간이 현급 정부이며 하층부가 사회조직의 말단이라 할 수 있는 

가정 및 가족이다. 도덕적 인재인 유생은 사회의 중간층으로서 위로는 조정에 입궐하여 관직을 맡아 관료기관

의 간부가 되었고 아래로는 하향하여 가장과 집안의 수장의 역할을 맡아 정부의 기능을 신해 말단사회의 

가족을 관리하 다. 한 의 우주론 유학은 황제를 천자의 아들로서 우주와 세상의 질서를 통솔하는 표로 

규정하 고 황제는 유생의 도덕의 시발점이자 도덕이 행해지는 봉사의 상이 되었다. 후한 말, 우주론 유학

이 몰락했고 불교가 유입되자 도덕적 인재들의 상승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가족은 여전히 사회의 말단조직의 

역할을 했지만 이를 하나로 통솔하는 국가는 붕괴되었고 유학은 가학(家學)으로 전락했다. 6조 후기에 접어들

어 자연합리의 상식적 이성이 유교를 수용하여 심성론 유학이 탄생했다. 인을 행하는 심성론 유학이 국가 통

치이념이 되고 나서야 수와 당이라는 통일 제국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심성론적 유학 역시 천도(天道)로부

터 황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고, 가족과 국가의 결합구조를 통합하는 것 역시 유지와 토호들의 힘에 

의지하 기 때문에 황권이 몰락하면 통일 제국은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었다. 유학이 불교와 도교를 수용하

여 최종적으로 성리학으로 발전한 이후에야 유학은 국가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아 천도로부터  통일의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 후, 도덕적 인재들의 상승효과도 강해졌고 가족과 국가 결합구조의 3단계 부분

이 통합되어 전한과 후한 및 수, 당 시 보다 더 거 한 조직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성리학이 탄생한 이후, 유생들의 경지에 한 추구와 수신의 방법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고, 송의 유학은 

정치에 의한 통치보다 도덕에 의한 통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도덕적 용기를 갖게 되었다. 라오쓰광(勞思光)은 

송 유학은 당 유학과 달리 사화적 책임감이 강하고 유생들이 벼슬을 얻지 않아도 천하를 걱정하며 천하의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관직만을 추구하지 않고 도덕문화의 규범에 악(樂)과 형(刑)의 정치로서 최선을 다했다

고 말한다. (｢未登仕籍，已憂天下｣，｢以天下為己任，非以官職為謀生之道｣, ｢對於道德文化之軌範, 禮樂刑政
之措施, 無不欲作積極之努力｣)여 시(餘英時)시가 말한 것처럼, 송 에는 사 부와 군왕이 함께 통치하는 시

가 출현한 것이다. 유생의 수신은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향에 한 추구가 생겨났고 벼슬을 

얻어 나라와 천하를 다스리고 관직에 물러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을 교화시킴으로써 국가와 가족 결합 

구조의 3단계를 통합하는 강력한 중간 계층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사 부와 정부가 행정, 사법, 수사권을 아우르는 권한을 함께 행사했다. 또한, 말단사회에서는 지방

건설과 교화의 통솔자가 되어 현명한 선비는 관직보다는 고향에서 여유로운 날을 보내는 일이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賢大夫從官者, 居官之日少, 退閑之日多).성리학으로 인해 가족과 국가의 결합구조의 3단계는 한⋅
당과는 다른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가족과 국가의 결합구조에서 중간층이 주도적 세력이 되어 유지

와 토호들의 위세가 꺾 고, 신 유가의 지식인들이 말단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유생들이 정부의 행정관리 기능을 신함으로써 현 이하 조직에서 자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 둘째, 

유학의 수신으로 천하를 교화시킨다는 이념이 향촌에까지 보급되어 가족제도가 완비되었다. 성리학이 성행하

기 전에 군신과 세도가만이 사당과 족보, 가보를 가졌는데, 송  이후 마을의 보통 백성들도 족보와 사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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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어 현 이하 지역에서 선비들의 말단사회에 한 자치관리가 수월해졌다. 

한 부터 수, 당까지 중국제국의 인구는 최  약 6천만 명으로 한 현에 5만 명이 안되었다. 현마다 략 

몇 백의 혈연조직(가문)이 있었고, 소수의 유지와 지방토호들이 현 이하의 지방사무를 관장했다. 송  이후, 

국가의 인구가 1억을 넘어섰고 정부기관은 여전히 현으로 이뤄지고 관리편제 역시 상응되는 확충이 없었다. 

청 에는 각 현마다 2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 지만 관원은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공과 명성이 있는 

사 부는 백만 명 정도 되었고 그 식솔까지 합친다면 약 5백만 정도가 되는 중간층이 말단사회를 관장하는 

주도세력이 되었다. 송 이후 현 이하의 사 부가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이만큼의 인구를 관리할 수 있었고 

소위 말하는 ‘작은 정부, 큰 사회’의 현상이 나타났다. 송  이후 중국의 가족과 국가의 결합구조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를 모른다면 원, 청, 명 3  왕조가 어떻게 장기간 동안 분열 없이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

으로 거듭났고, 서방의 현 화의 충격 속에서 이러한 사회 중간 층이 유학만의 독특한 공공 계층으로 변화하

여 중국 현 화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이해하기 힘들다.

성리학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상식이성의 도덕가치관에 한 논증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천리(天理)의 

세계를 궁극적인 이상향의 도덕으로 삼아 ‘상상의 도덕(도덕 이상주의)’가 이상사회 건설의 핵심위치를 차지하

게 되었다. 또한, 상식 이성은 도덕가치관을 형성의 다양한 방법을 내재하고 있다. 이후 유학은 다른 계파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전통사회가 현 로 변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상의 도덕은 혁명적 

유토피아의 온상이 되어 혁명이 중국에서 다른 문명보다 더 큰 사회 개편의 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유학의 

분파는 도덕 가치관의 다양한 발전을 이뤄냈고, 또한 이들이 상호 경쟁함에 따라 중국문화의 흡수력은 더 강

해졌다. 사실상 혁명적 유토피아의 역사적 근원과 상식이성이 송, 명 유학의 심층적 구조로써 다른 유학의 

분파를 어떻게 제약했는지를 알아야만 이러한 심층적 구조가 중국 근 현  사상의 발전에 미친 향을 파악할 

수 있다. 5.4 신문화 운동 후, 공산당과 국민당의 분쟁 및 모택동 사상의 흥망성쇠가 중국 현  감성에 미친 

향력이 그 예이다. 

유학의 동질성과 한국의 근세 

가치관은 성리학이었고 조선시  유학의 흐름은 중국과 달랐다. 고려(935-1392)는 일찍이 당 제도를 모방

하여 과거제도를 설립했다. 유학은 국가의 인정을 받았지만 불교와 경쟁이 되지는 못했다. 고려 민중의 80, 

90%가 불교도 고, 승려는 시험을 통해 국가의 관사와 국사가 될 수 있었다. 고려 말, 유학의 배불(排佛) 운동

이 일어났는데 그 사상적인 기틀은 성리학의 유입이었다. 성리학은 불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로써 조선왕조(1392~1910)는 성리학을 굳건한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았고, 그 후 유학은 조선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 조선 시  이전에 한국은 전통사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성리학이 관학이 된 후, 조선은 

문무 양반제도를 확립하고 사서오경을 시험 주제로 하는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조선시 에 중국중심의 천하관을 받아들여 명을 종주국으로 삼는 사 주의를 시행한듯하지만 사실상 그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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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학을 민족의 동질성으로 받아들 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중국에는 없는 현상이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회의 통합, 제도의 연속성 또는 경제문화의 발전에서 한국은 역사상 큰 전환 점을 맞게 된다. 한국학자는 

이 때문에 조선시 를 근세라 정의한다.

조선시 와 중국 명, 청 두 왕조의 성리학 발전 과정을 비교해보면 유학의 의미가 양국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 의 성리학은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성리학은 ‘하늘이 변하지 않듯, 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天不變, 道也不變)’를 통해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이점은 중국보다 조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조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패와 동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왕조가 바뀌진 않았고 ２０세기 초까지 

통치권을 유지하 다는 점에서 명과는 다르다. 

또 다른 차이는 조선은 유학의 다른 분파가 부흥하거나 기론(氣論)이 성리학을 신해 새로운 가치관으로 

체되지도 않았다. 명  중기 성리학은 실제 능력이 상실되어, 중국의 유학자들은 성리학을 체할 새로운 

도덕 가치관을 찾게 되었고, 이로써 양명학이 중국에서 크게 성행하 다. 기론과 경세사상이 부흥하게 되었

고, 명 말기 성리학은 청  실학으로 바뀌었다. 그 후 중국인의 형이상적 사유능력이 퇴보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 시  성리학은 중화문명을 학습한 산물이자 유일한 정통사상으로 여겨져 상식이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유학 분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명학은 조선시 에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 다. 성리학의 천리세계에 한 

사상은 유지되었고, 이로써 중국과 한국이 기독교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는 많이 달랐다.

성리학은 구도의 학문으로서 천리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토마스아퀴나스의 신학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성

리학을 견지해 온 상위 관료 사 부들은 중국에 온 기독교 선교사들의 기독교 신학과 과학기술에 관심을 보

다. 명 말기 서학 보급운동이 처음 일어나기도 했으며 성리학 신봉 사 부들이 천주교로 개종하기도 했다. 

성리학이 형이상적 사유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더 이상 기독교 신학이 가진 내재적 힘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모두 알다시피, 명말 반(反) 성리학 운동 중 기론 철학이 부흥했고 기론 철학으로 유학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들은 성리학의 형이상적 천리세계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근  사상 전통을 만들어내 유학

사상의 변화와 분열을 일으켰고, 경세치용과 고증학이 성행했다. 이는 중국 근  전통의 형성 및 제２차 서학

보급의 붐을 일으켰고, 중국 전통사회와 사상의 현 전환을 결정하 다. 그러나 천리세계와 결별로 인해 중국 

유학자는 기독교 신학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점은 조선시  유학자들과는 다른 점이었다.

명이 무너진 후，조선은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사 관계를 유지했지만, 조선이 성리학을 신봉했기 때문에 

유학자들 역시 성리학을 견지하 고 만주족의 청을 이적으로 여겨 중화문명의 회복을 자신들의 소임으로 삼았

다. 성리학이 조선에서 갖는 독특한 역할 때문에 성리학은 조선 민중의 동질감의 중요 일부분으로 내화되었

다. 또한 성리학의 형이상적 천리관은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선 민중들은 더욱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오늘날 정통 유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국과 다른 이유와 북한이 중국보다 더 혁명

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조선시  성리학의 이치에 한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리학의 이치에 한 관점은 중국과 한국이 다르며 이는 두 사회의 구조와 역사적인 차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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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것이다.

 

일본식의 유교사회로의 전환

성리학은 일본 전통사회의 재편에 어떤 향을 미쳤을까？ 성리학이 일본에 유입되기 전, 일본 사회는 천황

과 막부가 공존하는 이원정치구조를 이미 갖추었다. 그러나 실권을 장악한 쇼군이 동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일본은 장시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시 를 거쳐, 도쿠가와 막부는 동란을 종식시키고 

성리학을 중요 정치이념으로 삼는다. 다이묘를 통합하고 신분제의 봉건사회와 말단에까지 향을 미치는 정

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성리학은 일본의 이원정치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활용되었고, 일본정치문화는 이로써 두 가지 초월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다. 첫째, 천황 제도의 배후 아래 종교로부터 탈피했다. 둘째, 막부의 통치 정당성은 유학의 충효인 도덕으로

부터 확립되었다. 이 점은 중국의 유학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다.

중국 성리학은 이단의 배척을 중시하고 배불을 견지했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초월적 세계관을 갖지 못했

다. 성리학은 형이상적 측면에서 유가 윤리의 천도와 천리세계는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실생활에

서 충효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 규범인 예(禮)는 기로써 천리를 실현시키는 결과이자 남편과 아버지에 한 

권한인 이분(理分)의 신분제도로 구현되었다. 남편과 아버지의 권한에 정당성을 부여하 고 가족과 국가의 

결합구조의 사회 및 정치구조가 유지되어 통일 제국의 통치가 공고해졌다. 그러나 일본 성리학은 달랐다. 일

본의 불교와 신도는 본래부터 천황만세일계의 근간이었고, 성리학이 불교를 포용한 것은 충과 효가 불교와 

척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성리학이 막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이념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불교와 

립각을 세우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이 일본에 유입된 후, 일본 천황 즉위식은 신도 의식을 

회복하면서도 불교의식은 유지되었다. 일본의 성리학은 유학의 충군 및 신도로써 천황제도의 정당성을 설명

했다. 즉, 성리학이 일본정치이념을 흡수한 후, 불교의 보편주체와 성리학 천리의 이상향은 서로 동화되어 

양자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도쿠가와 막부 시  일본 정치사상은 파격적으로 앞선 두 

가지 초월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두 초월적 세계관은 이원체제에 상응하여 불교와 성리학은 천황과 막부 정당성에 기초가 되었다. 도쿠가와 

막부 시  일본은 피라미드식 신분제사회 다. 쇼균 아래 가신과 번주가 존재하 고, 모든 번주는 쇼군의 가

신인 사무라이로 복속되었다. 농민은 최하층에 속했다. 이러한 신분제 구조는 다양한 형태의 충(忠)이 필요했

다. 천황에 한 백성의 충, 봉건 사회 계급들의 막부 쇼군에 한 충, 가신의 번주에 한 충이 그 예이다. 

성리학의 사회적 이치는 신분 차이를 강조하 는데 이것이 이분이며 다양한 충에 한 원칙과 충의 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일본에는 ２７０의 번(籓)이 존재했고 번에 복속된 사무라이는 번에 충성을 다했다. 이러한 

번은 다시 막부에 충성하 고 모든 신분구조는 만세일계의 천황의 명의 아래 복속되었다. 이는 성리학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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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치가 천리세계의 실현인 것과 마찬가지로 쇼군 및 가신은 천황과 자신들보다 높은 계급에게 충과 효를 

다하고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에 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성리학의 이분과 중국 성리학의 이분은 큰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가족과 국가

의 구조가 강조하는 이분은 신분적으로 황제를 최고의 윤리적 상으로 보는 것 외에, 다른 기타 가문은 원칙 

상 평등한 신분인 것이다. 신분제의 윤리는 가족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고 윤리적 신분제의 고저는 혈연을 위

주로 한 가족에만 국한되었다. 사회계층 간에는 신분이동도 가능했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 시  일본 성리

학 이분이 말하는 신분제 윤리는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가문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었고, 봉건사회에서 신분

의 이동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같은 과거제도와 관료제도를 채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유생을 중심으로 한 관료계층이 탄생하지 못했다. 

중일 전통사회 및 정치제도가 달랐기 때문에 일본 성리학과 유학자들의 정치적 입지는 좋지 못했다. 예를 

들어 도쿠가와 막부 초기, 건국의 공이 있는 유명한 학자들은 집권자의 중용을 받긴 했지만 신분은 막료와 

참모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신도와 불교는 사회에서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생사의 제사를 권장했고 

유학자는 유생 또는 비종교적 문화지식을 전수하는 교사의 직업으로 사회에 자리잡았다. 일본 유학자의 이러

한 비정치적, 비정교적 신분으로 인해 일본 유학은 중국과 한국같이 고착화 되지 않았고, 이는 일본식 유학의 

형성 및 현 사회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성리학은 개인의 입지와 수신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을 중시했는데 엄격한 신분제의 제약을 받았고 상류사회로 전입하고 싶은 무사계급과 서민들의 

환 을 받았다. 성리학이 지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란학과 서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전의 

정치 개혁은 유학의 존왕양이와 각 지역 번주로부터 권력을 회수하 다. 심지어 서방의 천부인권관이 일본에

서 보급될 수 있었던 것도 유학의 틀에서 이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도쿠가와 시 의 천황을 서유럽의 교황에, 실권을 장악한 서유럽의 세속적 통치자들과 비유하는 사람도 많

다. 이 때문에 일본을 봉건사회로 부르고 서양 중세 봉건사회에 비유하기도 한다. 사실상, 일본과 서유럽의 

전통사회는 많이 다르다. 양자 모두 신분사회이지만, 서유럽의 봉건사회 신분제도는 로마교황청의 사법에 따

라 형성된 것인 반면, 일본의 봉건사회는 법률이 아닌 유가의 충과 효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천주교의 법에 

따라 만들어진 봉건사회 관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의 봉건제

도 정당성은 일본의 성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  그리스 로마와 플라톤의 초월적 세계관

을 융합하 다. 일본 도쿠가와 시 의 가치관 역시 이러한 초월적 세계관이 병존한다. 하나는 성리학의 충효

를 핵심으로 하는 초월적 세계관이고 다른 하는 불교와 본토의 신도교다. 

주목할만한 점은 일본과 서유럽 사회의 조직 원칙과 이념은 크게 다르지만 모두 두 가지 초월적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어 심층구조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문명에는 이러한 초월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여건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초월적 세계관들은 서로 분리되어 단독으로 존재하는데 상호 분리되

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즉 하나님에 한 신앙과 이성이 상호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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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의 기원이자 조건적 메커니즘이다. 일본의 사상문화 역시 이러한 초월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일본의 

전통사회 편제가 현  문명의 도전을 받았을 때, 양자는 상호 분리되어 일본전통사회가 신속히 현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 다.

도쿠가와 막부 시 에 일본 사회의 이원정치구조와 문화 사상의 두 가지 초월적 세계관은 19세기 중엽 일본

이 전통사회에서 빠르게 현 사회로 전환하게 된 이유 다. 이 때문에 일본학자는 도쿠가와 막부 시 를 전 

근 라 정의한다. 메이지 유신 시 , 기존의 이원정치구조에서 천황의 지위가 급격히 부각되어 번의 권한을 

회수하 고, 천황은 일본 민족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중앙집권적 권력을 행사하여 서양의 신 정치학을 학습하

는 유일한 권력 핵심으로 성장한다. 도쿠가와 막부 시 에 두 가지 초월적 세계관 중 한 축이었던 성리학은 

이원분리를 주장하는 일본식 유학으로 전환했고 본국의 국학과 난학이 크게 성행하 다. 다양한 사상들은 현

문명을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거시적 여건을 마련해주었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현 화를 달성

한 국가가 되었다. 

세가지교훈

성리학은 동아시아 유교 사회의 형성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성리학은 오늘날 유학

의 의미의 세가지 착안점을 제시한다.

첫째, 성리학은 유학과 불교의 융합이다. 비록 처음에는 중국에서 태동하 지만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성리학은 가족 윤리, 특히 충효를 핵심가치로 삼는 철학과 인도가 추구하는 해탈의 경지와 상호 결합한 산물

로써 본질적인 면에서 중국의 범주를 벗어났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보다 더 심도 있는 불교의 근간을 이루었

고 나아가 중국에는 없는 불교 교파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는 현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리학을 수용해야 했

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한, 당의 유학과는 다르게 범 동아시아적 성질을 갖고 있다. 또한 성리학과 결합

한 사회구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도 다양해졌다. 

둘째, 성리학은 리(理)는 도덕과 모든 사회적 행동양식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어 서양과는 다른 이성화를 

이뤄냈다.이 때문에 성리학은 자체적으로 전 근 적 성질을 갖고 있다. 중국 상식이성은 성리학에서 집중적으

로 구현되어 독특한 도덕가치관을 재편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재 

중국인의 서양의 이성주의와는 다른 사유적 특징이 되었다. 한국 역사학자들은 성리학이 주류문화 던 조선

을 근세로 규정하 다.일본학자들 역시 성리학의 확립을 근세지식의 시작이라고 본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리학은 한중일 삼국의 운명과 발전 후의 이데올로기에서 다양한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성리학은 중국에서 이상형을 추구하는 도덕관을 형성하 고 근 는 혁명적 유토피아의 온상

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정치이성과 도덕 및 가치관의 분리가 일어나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 화를 

이뤄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의 성리학은 성리학의 순결성을 줄곧 유지하여 민족 동질성의 일부분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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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성리학의 동아시아에 한 중요성은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현 로

의 전환과 민족 동질성의 형성에 기여한 것에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어떤 한 문화가 세계적 의미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상의 요람지역과 국가를 벗어

나 다른 사상과 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동아시아 21세기 유학의 고찰은 유학과 

전 세계의 다른 보세적 가치관과 상호작용과 구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성리학의 동아시

아 삼국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 풀이 】
1) 펑웨이(馮瑋)<일본통사(日本通史) > 상하이 사회과학원 출판사 73쪽.

2) 장젠창 (姜建強)<천황의식 형성의 공방전(天皇意識形態的攻防戰)><東方早報-上海書評>

3) 라오쓰광(勞思光) <신편중국철학사(新編中國哲學史)> 3권 상, 54쪽.

4). 황관중(黃寬重)<중앙과 지방관계로 본 송  기층사회 변화(從中央與地方關係互動看宋代基層社會變化
)>，<역사연구(歷史研究)> 2005년 4기 100-117쪽.

5) 김득황 <한국사상사> 서울, 1973, 119-120쪽.

6) 황병태, 유이승 등. <유학과 현 화: 중한일 유학 비교연구> 베이징 사회과학문헌출판사, 1995, 352~3

쪽.

7) 이병도 <한국사 관> 타이베이 정중서국, 1979.11, 274-310쪽.

8) 쉬싱칭 <도언(導言)>, 장바오싼, 쉬싱칭 편 <도쿠가와 시  일본유학사논집(德川時代日本 儒學史論集)>, 

타이베이 학 출판센터, 2004, 16쪽.

9) 진관타오(金觀濤), 류칭펑(劉青峰)：<중국 현 사상의 기원(中國現代思想的起源)>, 홍콩 중문 학출판

사, 2000, 115-162쪽.

10) 이병도, 허성택 <한국사 관(韓國史大觀)> 타이베이 정중서국, 1961.

11) 코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천웨이팡(陳瑋芬) 등 번역, <동아유학: 비판과 방법(東亞儒學：批判與方
法)>, 타이베이 히말라야기금회, 2003,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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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학(民主仁學)’ 체용론(體用論)의 4요소를 논하다.

우광 (吳光 - 중국 절강성 유교연구회장 / 사회과학원 철학소 교수)

【논문 요약】
본 논문은 필자가 처음으로 제창한 ‘민주인학(民主仁學)’의 체용론(體用 論)의 4요소인 인애(仁愛), 민주(民

主), 예법(禮法),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의미 및 정치 생활에서의 역할에 해 구체적으로 서술하 다.

‘민주인학’은 ‘신체신용신유학(新體新用新儒學)’으로, 그 기본 사상 모델이 ‘민주인 애를 체(體, 본체)로 하

고, 예법과 과학기술을 용(用, 작용)’으로 하는 체용 구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내성외왕(內聖
外王)’의 학문이다. 여기서 ‘내성(內 聖)’은 도(道)의 체로, 민주인애이다. ‘외왕(外王)’은 도체(道體)의 용으로 

예법과 과학 기술 즉, 제도와 업적이다. 체는 전통적인 ‘인애’ 정신과 서양의 ‘민주’ 정신을 융합하 고, 용은 

전통적인 인정(仁政), 예법과 현 의 법제, 과학기술 문명의 제도 및 업적을 융합하 다.

‘민주인학’의 체용 구조에는 인애, 민주, 예법, 과학기술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있다.

인애는 전통 유가(儒家)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다. 전통 유가 도체로서의 인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데, 

그 근본의 덕이 바로 애인(愛人)이다. 민주는 서학의 전통적 핵심 가치로 주권재민, 의지자유, 인격평등의 가

치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형이상학의 도체에도 속한다. 유가의 ‘인애’와 서학의 ‘민주’가치는 통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도체로 융합될 수도 있다. 이 신(新)도체는 민주를 인정하는 인애와 인애

를 제창하는 민주이다.

예법은 민주인애 핵심가치의 외왕제도(外王制度)의 용이다. 과학기술은 현  문명의 형이하학의 기(器)에 

속하는데, 도구의 용 역시 외왕 역에 속한다. 민주인학의 외왕제도는 예법과 과학기술을 함께 중시하고 겸

용한다.

요컨 , 인애, 민주, 예법, 과학기술은 현  민주인학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요소이다. 현  

중국 사회의 관리 모델은 완전히 전통적인 유가왕도(儒家王 道)일 수도 없고, 완전히 서양식의 민주헌정(民主
憲政)일 수도 없는, 중서(中西)의 핵심 가치를 융합한 민주인정(民主仁政)으로, 그 정치 목표는 부강, 민주, 

문명, 화합의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이다.

【키워드】 민주인학, 민주, 인애, 예법, 과학기술, 정치 역할

【본문】
필자는 1999년 7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회 국제중국철학회 연례회의에 제출한 논문 <인학에서 신인학까

지: 신세기로 나아가는 중국 유학(從仁學到新仁學: 走向新世 紀的中國儒學)>에서 ‘민주인학(民主仁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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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처음 내놓았다.1)1 그 후에도 몇몇 국제 유학(儒學) 세미나와 <철학연구(哲學研究)>등 간행물에 논문을 

발표하여 민주인학의 사상 모델 및 그 문화관과 핵심 가치관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논술하여, 당  유학의 새

로운 형태의 하나인 ‘민주인학’의 기본적 이론 틀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고 개선하 다.

1.‘민주인학’의 체용론

필자는 ‘민주인학’ 개념을 내놓은 동시에 그 기본 사상 모델을 ‘민주인애를 체(體, 본체)로 하고, 예법과 과

학기술을 용(用, 작용)으로 한다’는 신체신용신유학(新體新用 新儒學)으로 집약했다. 나의 기본적인 견해는 21

세기의 신유학이 ‘도덕인문주의(道德 人文主義)’의 형태로 세계 다원(多元) 문화 구조 속에서 일원(一元)의 존

재를 유지할 것이고, 이러한 신유학의 내용은 전통 유학의 ‘도덕인문주의’ 사상적 자원을 포함하면서도 비(非)

유학 문화의 사상적 자원을 흡수하 다는 것이다. 또한, 신세기를 향하는 신유학의 기본 형태는 ‘신심학(新心
學)’도 아니고 ‘신이학(新理學)’도 아닌 ‘신인학(新 仁學)’이어야 한다. 이 ‘신인학’은 고전 유학의 공자 인학에

서 근원하여 공자 및 역  유학자 ‘인(仁)’의 기본 이치를 계승하고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 인학에 

한 비판적 지양과 개조이기도 하다. 또한, 본래 비(非)유학 문화 특히 현  서양 문명의 사상과 정신적 자원

(예를 들면 민주, 자유, 평등, 박애, 인권, 법치 등의 인문 정신)을 흡수하고 융합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 

중 반(反)인성, 반(反)문명의 사상과 제도(예를 들면 개인권리지상, 정복주의, 투쟁철학 등등)를 거절하고 비

판하기도 한다. 이 ‘신인학’의 기본 사상 모델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내성외왕(內聖外王)’ 학문으로, 도덕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여 인생의 의의와 가치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도덕인문주의’ 철학이다. 그 실천 방향은 ‘(舊)내성을 바탕으로 외왕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新 ‘내성’과 新 ‘외왕’ 의 통합, 新 ‘내성’으로부터 新 ‘외왕’을 이끄는 것의 실현이다. 그 ‘내성’은 도덕의 체이

고, 인이다. 또한 그 ‘외왕’은 도체의 용이고, 제도 및 업적이다. 그 ‘신(新)’, 즉 이 도체의 인은 이미 전통 

유학 의미상의 ‘애인(愛人)’의 ‘인(仁)’일 뿐만 아니라, 전통 의 ‘인애’ 정신과 서양의 ‘민주’ 정신을 융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도덕 주체이다. 이 도체지용(導體之用) 역시 전통적 의미상의 예법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인정(仁政) 및 예의와 새로운 민주, 법제, 과학기술 문명의 제도 및 업적을 융합한 것이다. 만약 체용 관계로 

이 ‘내성외왕’이라는 신유학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민주와 인애를 체로 하고, 예법과 과학기술을 용으로 하는’ 
민주인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민주인학은 도덕 실천을 중요시하면서, 사회 실천과 역사 진보도 중요시하

는 신유학이다. 이는 개인 수신(修身) 실천에 있어 도덕 이성을 견지하면서 도덕과 인애를 체로, 예의와 윤리

1) 해당 논문에는 천칭쑹(沈清松)이 편집한 세미나 논문집 <세기를 초월한 중국 철학[跨世纪的中國哲 學]>이 수록되어 있다(타이

베이, 우난도서출판사 2001년 6월). 이후 <공맹인학에서 민주인학까지:유 학의 회고와 전망[從孔孟仁學到民主仁學——儒學的
回顧與展望]>이라는 제목으로 <항저우사범학원학 보(杭州師範學院學報)> 2001년 제6호에 발표되었으며, <문적보(文摘报)>와 

<고등학교문과학보문적 (高等學校文科學報文摘)>에 모두 요약 소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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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으로 하며, 군자 인격 완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 정치 실천에 있어서는 민주 인정을 견지하면서 민주와 

인애를 체로, 예법과 과학기술을 용으로 하는 부강, 민주, 문명, 화합의 현 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것

이 바로 민주인학의 체용론(體用論) 이다.

‘민주인애’-‘민주인학’의 신도체

‘민주인학’의 체용론은 4  요소로 구성된다. 1. 인애(仁愛), 2. 민주(民主), 3. 예법 (禮法), 4. 과학기술(科
學技術)이 그것이다. 그 중 인애와 민주는 내성의 체에 속하고, 예법과 과학기술은 외왕의 용에 속한다.

역  유학자의 유학 핵심 가치에 관한 논술은 모두 ‘인(仁)’을 근본으로 하는 도 다. 즉 ‘인(仁)’ 본체론

(本體論)을 견지한 것이었다. 맹자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도는 두 가지, 어진 것과 어질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다[道二仁與不仁而已矣].”(<맹 자⋅이루상孟子⋅離婁上>)라고 했다. 이는 공자의 근본 도에 한 날카로

운 통찰이다. 맹 자는 또한 “삼 가 천하를 얻은 것은 어질었기 때문이고, 삼 가 천하를 잃은 것은 어질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까닭 역시 그러하다[三代之得天下也 以仁 其失天下也以不仁. 國之所
以廢興存亡者亦然].”(상동)라고 했다. 이것 역시 유가 인도(仁道)에 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다. 공자는 “인은 

사람이다[仁者人也].”, “어진 자는 사람을 사랑한다[仁者愛人].”라고 했다. 이는 유학의 가장 근본이자 가장 

중요한 명제이다.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사람은 도덕(道德)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도덕은 바로 모든 사람

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로 한유(韩愈)가 말한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 한다[博愛之爲仁].”(<원도原道>)

라는 말과 같다. 이정(二程)은 “인仁은 전체 이고, 사四(의義, 예禮, 지智, 신信)는 사지四肢이다[仁者全體, 

四者(義, 禮, 智, 信)四 肢].”(<이정유서二程遺書>2권 상)라고 했다. 이로써 ‘인(仁)’이 유가 가치관 체계 속에 

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라는 단어는 고  그리스에서 기원하여, 그 후 서양 문화의 핵심 가치관이 되었다. 그것은 이중적 속성

을 지닌다. 권리 근원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의 가치관인 주권 재민론(국민주권론)에 속하고, 권리 실시로 말하

면 형이하학의 제도 설계인 헌정제도와 선거제도에 속한다.

인민주권론은 17, 18세기 유럽 계몽운동과 자산계급 혁명 시기의 사상가인 국의 존 로크,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 등이 제기한 개념이다. 국민주권이란 주권의 귀속 주체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이 수여하고, 국민은 국가 주권의 최종 소유자이며,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

의 뜻에 따라

‘민주인학’의 이론 구조에서 ‘민주인애’는 단지 일종의 도구, 일종의 ‘외왕지용(外王 之用)’의 제도에 그치지 

않고 우선은 인류의 핵심 가치로, 일종의 보편적인 도덕 이성이다. 이는 사람의 사람됨, ‘사람이 금수와 다른 

바가 아주 적다[人之異於禽獸者幾 稀]’는 그것이다. 만약 이 도덕 이성을 확립하지 않고 소위 ‘민주인학’ 을 

운운한다면 뿌리 없는 나무요, 원천 없는 물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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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행사되며 국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민주권 원칙은 이미 현  민주제도의 이론적 토 가 되었다.

중국 문화 전통에는 확실히 장다이녠(張岱年) 선생이 말한 바와 같이 “민주 사상은 있는데, 민주제도가 없

다.”22) 예를 들면 공자의 ‘민귀군경(民貴君輕)’론, 황종희(黃宗羲) 의 ‘민주군객(民主君客)’론이 바로 민주 사

상에 속한다. 따라서 유가의 민본(民本)사상과 서양의 민주사상은 서로 연계되고 융합될 수 있다.

유가의 ‘인’을 근본의 도로 삼는 이론 주장에는 ‘이인위본(以人爲本)’의 중화 전통 문화의 근본적 특질이 두

드러진다. 이인위본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생존, 발전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가 정치생활 속에서의 

주재권을 반드시 인정하며, 통치자의 권리가 반드시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 논리의 발전은 분명히 민본

에서 민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 유학은 역사적으로 공자의 ‘인자인야’에서 맹자의 ‘민귀군경’으로 발전했고, 

다시 황종희가 주장한 ‘천하위주, 군위객(天下爲主, 君爲客)’까지 이어지면서 민본에서 민주사상으로 논리를 

발전시켰다.

‘민주인학’에서 ‘민주’와 ‘인학’은 어떤 관계인가? 필자가 보기에 ‘민주인애’는 동서 가치관을 융합하여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도체 역에 속하는데, 이 ‘도체’는 민주이기도 하고 인애이기도 하며, 국민이 주재 

역할을 하고 “친친이인민(親親而仁民, 부모를 친히 한 뒤에 백성에게 인을 베풀다.)”(<맹자, 진심 상孟子⋅盡
心上>)의 도덕 이성의 가치관을 인정한다. ‘민주’와 ‘인애’를 분리하여 두 개의 사물로 볼 수 없다. 일부 현  

신유학자 또는 자유주의 학자는 ‘민주’를 단지 형이하학의 선거제도로만 해석하고, 심지어는 정치 투쟁의 도구

와 수단으로만 보는데, 이는 사실 일종의 오해이다. 필자는 ‘민주’는 제도이자 정신과 관념으로, 우선은 일종

의 정신, 일종의 가치관이 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민의 자각 정신과 자유 의지의 구현으로, 민주 선거제도는 

민주 정신의 지도하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는 본질적으로 ‘도체’에 속하는 것이고, 현 의 ‘민주’ 
정신과 전통의 ‘인애’ 정신은 완전히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것이다.

‘예법, 과학기술’-‘민주인학’의 제도지용

‘민주인학’의 이론 틀에서 예법, 과학기술은 형이하학의 외왕제도의 용에 속한다. 그 중 ‘예’는 전통 유가 

문화의 계승으로부터 온 예의 사상과 예의 제도를 가리키고, ‘법’은 현  통치 원칙에 따라 건설한 정치 법률 

제도를 가리킨다. 유가의 논리에 따르면 “예는 질서다.” ‘예’는 차례와 규칙이 있고, 법률과 제도를 엄수한다. 

공자의 치국 전략 방침은 ‘도지이덕, 제지이례(導之以德，齊之以禮)’, 즉 민주 가치관 지도하에서 법으로 나라

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예치를 말하고, 현  사회에서는 법치를 말하는데, 법치와 예치 역시 

통합될 수, 융합될 수 있다. 모두 사회의 윤리 질서와 행동 기준을 가리킨다. 그러나 중국 국정의 경우 늘 

예의는 여유 있는 반면 법률과 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제 체계 구축으로 예의 제도를 보완하는 

2) 장다이녠(張岱年): <황종희 사상 국제학술 세미나에서의 발표[在黄宗羲思想國際學術研討會的發言]>, 우광이 편집한<황종희론

(黄宗羲論)>에 게재, 저장고서출판사, 1987, p.5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117

특별강연Ⅰ

것이 특히 필요하다. 그러나 예이든 법이든 모두 반드시 인도(仁道)에 입각하여 ‘민주 인애’라는 근본적인 도에 

부합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예’와 ‘법’은 모두 ‘민주인애’의 도의 제도지용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가 없고, 

인애가 없는 악법의 전제정치로 몰락 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민주인학이 제창하는 예법제도는 온화한 예, 

선량한 법이다.

과학기술은 줄곧 사회 진보 발전을 추진하는 동력이었다. 특히 현  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진보는 경제의 

발전 수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민생의 만족과 사회의 안정에도 중 한 역할을 한다. 개혁 개방의 중국은 

낙후되고 수동적인 국면을 완전히 바꾸고, 부강 문명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

는 구호를 제창 하여 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중국의 고속 발전에도 드넓은 발전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현  중국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은 생산력 증 , 효과와 수익 개선, 산업의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측면에서 막 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 강화, 국력 강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발휘하 다. 현재 

과학기술은 또 우주 기술 발전, 생태 불균형과 환경오염 해결 등 중 한 문제의 새로운 임무, 새로운 사명에 

직면해 있다. 그 어떤 사회 통치학도 국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강화에 한 과학 기술의 막 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민주인학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민주인학, 외왕지용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오늘날 신체신용신유학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연한 이치이다.

‘민주인학’, 오늘날 정치생활에서의 긍정적 역할

글로벌화, 민주화라는 세계적 흐름 및 중국의 화평굴기(和平崛起), 유학부흥(儒學復 興)이라는 큰 추세 속

에서 필자의 ‘민주인학’론은 전통 유가의 도덕 인문 정신 계승하는 동시에 현  민주 가치관을 수용하는 신유

학 사상 모델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생활 과 중의 이성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유학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 다. 그렇다면 민주인학은 당  중국의 정치 생활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첫째, 중화민족의 새로운 핵심 가치관 건설에 중요한 사상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개혁

개방의 발전 단계에서 화평굴기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 면서 전 국민들이 중화민족의 위 한 부흥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전환의 새로운 단계에서는 중화민족 모두가 인정하는 핵심 가치관

과 문명 척도의 재건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전 국민에게 ‘부강, 민주, 문명, 화합,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 성실, 우호’를 기준으로 하는 24자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내놓았는데, 그 

중 ‘부강, 문명, 조화, 공정, 애국, 경업, 성실, 우호’ 16자는 전통 유가 문화의 가치관에서 왔고, ‘자유, 평등, 

공정, 법치’ 8자는 외래 문화의 보편적 가치관을 흡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치관의 표명은 권위자에 의해 

결정되어 고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닌, 장기적 실천 과정에서 경험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는 것이

다.

둘째, 민주인정 추진에 유리하다.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민본에서 민주로 가는 민주인정의 건설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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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의 전통은 이민위본(以民爲本)이고, 현  정치의 추세는 정치 민주화이다. 민본과 민주는 물과 불처럼 

병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융합될 수 있다. 황종희의 ‘천하위주, 군위객’ 주장이 바로 전통 민본에서 근  

민주로 나아가는 정치 명제이다. 현  유가는 지혜로써 민본에서 민주로 나아가는 이론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

다. 한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전통 민본 가치관과 현  민주 가치관을 융합함으로써 유가가 

중국 민주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증명하 고, 이것이 바로 인애, 화합, 민본, 민주 등 핵심 

가치관 전파를 통해 중국에서 민주인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전 국민 도덕의식 강화와 중화민족의 인문 소양 개선에 도움을 준다. 유학은 본질적으로 말해 일종의 

도덕 인문주의 학설로서, 도덕 주체성, 인문성, 실용성, 개방성, 호환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맹자는 “사람이 

금수와 다른 바가 아주 적다.”라고 했고, 순자(荀子)는 “사람이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했다. 민주인학은 

오늘날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풍기문란 등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도덕 인문 소양 및 민족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공리주의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 속에서 최 의 이익을 얻는 것이 시장 경제가 따르는 

원칙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리주의를 조장한다. 그러나 경쟁은 반드시 도

의가 있는 건전한 경쟁이어야 하고, 경쟁 역시 사회 화합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민주인학의 도덕 가치관은 

사람들이 도덕적 양심의 기준에 따라 경쟁하고, 경쟁과 화합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 는데, 이는 민심 

안정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섯째, 법치 건설 과정에서 도덕 정의의 신장에 도움을 준다. ‘덕(德)’과 ‘법’은 상부상조하는 관계이다. 도

덕은 입법의 근거로, 양법의 ‘본(本)’이고, ‘법’은 사회의 공덕(公德)으로, 모든 공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도덕의 최저 기준이다. 따라서,

‘덕’과 ‘법’의 관계는 ‘덕본법용(德本法用)’이다. 그러나 법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고, 사람이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와 법 집행자의 도덕 수준과 인문 소양은 사법 정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 좋은 관리가 있는데 

좋은 법이 없다면 정치를 하기에 물론 부족하거니와, 좋은 법은 있는데 좋은 관리가 없어도 선치(善治)를 할 

수 없다.

여섯째, 긍정적인 평화 외교를 펼치는데 유리하다. 중국이 걷는 현 화의 길은 평화 발전, 화평굴기이다. 

우리는 패권자라 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패권을 반 한다. 맹자가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

키면 폭군이고,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면 군자이다[以力服人者霸，以德服人者王].”라고 한 바와 같이, 유

가는 예로부터 ‘이덕복인(以德服人)’의 왕도(王道)를 주장하고, ‘이력복인(以力服人)’의 패도(霸道)를 반 했

다. 따라서 우리가 외교에서 추진하는 것은 먼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는 원교

근화(遠交近和)의 평화 외교 정책으로, 향후 중국이 세계 최  경제국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평화 외교를 펼

칠 것이다. 민주인학이 견지하는 ‘이덕복인’의 왕도 전략은 정부 당국이 긍정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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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  중국 사회의 관리 모델은 완전히 전통적인 유교왕도(儒家王道)일 수도 없고 완전히 서양의 민

주헌정(民主憲政)일 수도 없으며, 중서(中西) 핵심 가치를 융합한 민주인정(民主仁政)으로, 그 정치 목표는 부

강, 민주, 문명, 화합의 소강사회(小康 社會) 건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인학은 정치 실천에 있어서 ‘민주와 

인애를 체로 하고, 예법과 과학기술을 용으로 하는’ 체용관(體用觀)을 견지하고, 오늘날 중국 사회의 민주화와 

다원화를 꾸준히 추진한다. 그것은 오늘날 중국의 민주인정 건설, 공민의 도덕 경지와 인문 소양 향상, 법치 

사회의 도덕 정의 보조 등 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동서양 문화 교류에 

있어서 다원 조화, 상호 윈-윈 의 문화관을 견지하고 전도유망한 평화 외교를 추진하는 반면, 서양 문명 중심

론의 패권주의 논리를 반 하고 ‘중국세기(中國世紀)’론의 중화 쇼비니즘을 반 한다. 

오늘날 글로벌화, 민주화 조류가 이미 세계 각국을 휩쓸었으며 현재 중국은 이미 전면적 개혁과 화평굴기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민주인학’론은 전통 유가의 도덕 인문 정신을 중시하는 동

시에 현  민주 가치를 융합하는 신유가 사상 모델을 제기하 고, 사회생활과 중의 이성에 깊이 들어가는 

유학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공한 사회 발전의 큰 추세와 인민 군중의 근본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

서 그 존재의 가치와 발전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하겠다. 필자는 동 서양 문화의 핵심 가치를 융합한 민주인학

이 21세기의 중국 정치 생활에서 역사적인 공헌을 할 것이고, 중화 민족의 위 한 부흥인 차이나 드림을 실현

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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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유가사상에 명멸했던 대동(大同) 민주주의: 급진적회상

강정인(발표) - 서강  정치외교과 교수

[요약]

이 글의 목적은 중국 고 사에 존재했던 원시적 민주주의를 ‘ 동 민주주의’로 개념화하고, 그 흔적을 중국 

고전에 한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탐사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구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 로 고 사

에서 민주정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존재했으며, 아테네 민주정은 고  민주정의 역사에서 어떤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 동 민주주의’의 개념화를 위해 유교 고전에서 제시된 동을 ‘위
한 조화(great harmony)’와  ‘위 한 합의(great consensus)’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고찰한 후, 필자

가 말하는 ‘ 동 민주주의’가  ‘위 한 합의’에 의한 민주주의임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근거해

서 서경에 기술된 요(堯)•순(舜)•우(禹)의 이른바 ‘왕위선양’ 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결정을 동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비교 분석하여 공자보다 맹자가 동 민주주의에 친 

화적임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동 민주주의의 흔적이 조선의 실학을 집 성한 다산 정약용

(1762-1836)의 두 단편, 원목(原牧) 과 탕론(湯論)에서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어 명멸하고 있음을 확인

할 것이다.

Ⅰ.들어가는 말

최근의 고 사에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통념과 달리, 도시국가 차원의 민주정은 오직 그리스의 아테

네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의 광휘를 독점한 것은 유럽중심주의의 소산이자 역사적 과장이라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최근의 비교 역사적 연구의 핵심적인 함의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고  

문명의 4  발상지의 하나인 중국 륙에서도 고 의 중앙집권적인 왕조국가가 고착화되기 이전에 도시국가 

차원의 민주정이, 비록 그 형태와 내용은 서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비교적 광범위하

게 존재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고  중국문명의 역사적 유적지에서 고  

민주정을 역사적 실재로 발굴하기에 앞서 먼저 고  중국 고전(유가 문헌과 역사서 등)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원시적인 민주주의의 사상적(이념적?) 흔적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

을 원래의 개념에 충실하게 ‘인민에 의한 지배’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중요한 정치적 결정―최고 통치자의 

선택, 관리의 임면, 법률의 제정 등―에 인민(또는 평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했는가’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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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상(이념; idea)의 존부를 판별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주 및 귀족 계급과 

함께 (노예, 여성 및 외국인 등을 제외한) 시민 계급이 지배(또는 권력)를 공유하는 혼합정으로서의 공화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중국 고전에 한 초보적인 발굴 작업의 결과 필자는 

｢서경(書經)｣에 나타난 ‘ 동(大同)’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사상적 흔적을 발견했는바, 이를 ‘ 동 민주

주의’로 개념화하여 예비적인 시론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서구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 로 고 사에서 민주정(또는 공화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아테네 민주정은 고  민주정의 

역사에서 어떤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 동 민주주의’의 개념화를 위해 유교 

고전에서 제시된 동을 ‘위 한 조화(great harmony)’와 ‘위 한 합의(great consensus)’라는 두 가지 개념

으로 나누어 고찰한 후, 필자가 말하는 ‘ 동 민주주의’가 ‘위 한 합의’에 의한 민주주의임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근거해서 ｢서경｣에 기술된 요(堯)⋅순(舜)⋅우(禹)의 이른바 ‘왕위선양’ 과정에 나타나

는 정치적 결정을 동 민주주의의 사상적 원형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비교 분석

하여 공자보다 맹자가 동 민주주의에 친화적임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그러한 동민주주의

의 흔적이 조선의 실학을 집 성한 다산 정약용(1762-1836)의 두 단편, 원목(原牧)과 탕론(湯論) 에서 맹자 

이후 2000여년을 가로질러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어 명멸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Ⅱ. 고대민주정의 광범위한 존재와 아테네 민주정의특이성

고  그리스인과 근  유럽인이 내세운 ‘서양의 자유  동양적 전제정‘이라는 이분법적 규정은 고 사에 

한 많은 비교 역사적 연구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유럽(또는 그리스) 중심주의 및 오

리엔탈리즘의 소산이라고 광범하게 비판받고 있다(Wolff 1982; Bernal 1987; Springborg 1992; 

Vlassopoulos 2007). 중국 고 사에 명멸했던 동 민주주의의 사상적 흔적을 발굴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

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해 보면, 그것은 고 세계에 아테네 민주주의와 유사한 

원시적 민주주의나 공화정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의 발굴, 주변의 다른 국가(민족)들과 달리 

도시국가 단위의 민주정을 청산하고 중앙집권적 제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고  그리스 문명의 상 적 후진성, 

그리고 역사적으로 늦은 시기까지 정치적으로 민주정을 실천(연장)함으로써 아테네가 거둔 (후일의 잣 에 따

라 판명된) 상 적 선진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차례 로 논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대문명에서 민주정의 광범위한 존재

고고학과 금석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등의 지역―이른바 유럽중심적 용어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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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동’―에서 존재한 문명에 공화정적인 도시국가가 광범위하게 발생⋅산재했으며, 그리스의 폴리스는 그 문명

의 일부로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Springborg 1992, 3).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 

연구는 이 지역에 산재한 도시적 정치공동체에 노예와 자유민의 구분이 존재했으며, 시민권과 자치

(self-government) 및 공동의 자산으로서의 폴리스에 한 인식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Vlassopoulos 

2007, 104-105).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역의 도시들은 양원적인 입법부(민회는 자유민이자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허용), 법의 지배, 독립적인 사법부,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감사제도, 배심재판, 관직의 

순환, 투표 등 민주적 또는 공화정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Springborg 1992, 3).

2. 고대 그리스 지역의 상대적 후진성

고 문명에서 도시국가들은 팽창과 정복을 통해 도시국가를 넘어선 중앙집권적인 거 국가, 심지어 제국을 

건설하려고 부단히 시도했지만, 부분의 경우 이러한 제국적 팽창은 불안정하고 붕괴되기 십상이었다. 그리

하여 중앙집권화와 붕괴라는 사이클을 반복했다. 더욱이 한 국가가 제국을 건설하고 다른 도시국가들을 지배

한다고 할지라도, 정복된 도시국가들은 독립된 정치적 실체로서 존속했으며, 단지 그 지배자들이 새로운 통치

자의 봉신으로 예속되거나 아니면 권력을 잃고 통치자가 임명한 새로운 지배자로 교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도 바빌론의 왕에 의해 정복된 도시들이 높은 수준의 공화주의적 

자치를 누렸던 것이다(Vlassopoulos 2007, 106-07).

그러나 신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왕국의 시 에 이르자,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복속된 도시국가들

이 누리던 공화주의적 자치는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웃에 강력한 왕국들을 적으로 두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가 

조성되면서 이전처럼 바빌로니아 도시들을 동맹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페르시아 왕들은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도시들을 자신들의 토에 편입⋅병합시켜 직접 통치

하게 되었다(Vlassopoulos 2007, 108).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 고 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등 이른바 수리시설을 통한 관개농업에 종사하던 사회는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되었다. 스프링보그(Patricia Springborg)는 이들이 제국으로 도약하게 된 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와 

기술의 발전을 제시한다.

(a) 관료제에 의해 운 되는 비인격적 정부; (b) 시민으로서의 인간에 한 개념; (c) 정치적 표제의 형태; 

(d) 경제적 잉여의 창출; (e) 신용제도, 상법, 무역조약 및 국제적인 교역법의 발전을 수반하는 화폐화된 

상업; (f) 발전된 군사기술로 무장한 상비군; (g) 기능적 분화에 따른 사회적 계층화(농민, 장인, 상인 및 

행정 엘리트); (h) 합리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의 관념; (i) 지식의 획득, 조직화 및 배포에 관련된 

제도; (j) 필기 수단 및 도구의 발전, 수학⋅기하학⋅천문학⋅항해⋅건축⋅공학 등 기초과학의 발전 및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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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련⋅도자기⋅섬유⋅조각⋅회화 등 고도로 숙련된 기술(Springborg 1992, 7).

반면 아테네 등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위의 능력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들을 결여함으로써 제국으로 도

약하지 못했고, 후일 마케도니아 왕국에 복속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쇠망의 길에 접어들었다. 고  그리스 문명

에서 도시국가들이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관료제의 부진, 경제적 잉여의 부족, 통치능력의 미숙 

등으로 인해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꿀벌이 분봉하듯이 일부 시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식민

지를 건설해야 했다는 사실 역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정치적 미숙성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왕국이나 제국으로의 성장은 도시국가에서 결여된 정치적⋅경제적 능력을 보강했다는 점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동시 에 이집트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광 한 토와 인구를 다스릴 수 있는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국가들이 출현했는데 반해 고  그리스에서 그러한 국가들이 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리스 지

역의 상 적 후진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3.아테네 민주정의 상대적 선진성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 사에서 중앙집권화된 왕국 및 제국으로의 이행과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  그리스 지역은 상 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민주정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면에서 아테네 

민주정은 민주주의에 한 가장 풍성한 역사적 기록과 (특히 투키디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

스 등 뛰어난 철학자와 역사가를 통해) 심오한 이론적 성찰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은 서기전 594년 솔론의 개혁을 거쳐 서기전 500년경 클레이스테네스 시기에 본격적으로 확

립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아테네의 주도적 활약에 힘입어 

승리하고, 또 서기전 454년 아테네를 맹주로 한 델로스 동맹의 본부를 아테네로 옮기고, 종국적으로 서기전 

448년 페르시아와 칼리아스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아테네의 패권적 지

위는 확고부동해졌다. 동시에 페리클레스의 등장과 함께 아테네 민주정 역시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정은 서기전 338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알렉산드로스 왕)의 정복에 의해 종식된다.

여기서 아테네에 민주정이 성립하여 절정에 이르는 과정이 그리스를 여러 차례 침략하면서 괴롭혔던 고  

페르시아 제국(서기전 550-330)의 시기와 체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와 같은 세계적 제국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지만, 페르시아가 리디아⋅카르디아⋅이집

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멸망시켰던 도시국가적 정치형태를 지속시키고 또 그 장점을 최 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곧 페르시아가 정복한 지역에서 민주적이나 공화정적으로 통치되던 도시국가들은 강력한 중앙집

권적인 제국에 편입됨으로써 자율성을 상실하고 더 이상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전⋅심화되지 못했던 데 반

해,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의 침략을 격퇴하고 그들의 자유를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아테네 민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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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 내에서 제국적 지위를 누리는 한편, 그 지위로 인해 가능해진 보다 많은 내외적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부를 근거로 하층 계급에까지 시민권을 명실상부하게 확장함으로써 민주정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성과를 이룩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도시국가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성공한 고  그리스에서는, 특히 아테네를 중심

으로 민주정에 한 실험을 지속함으로써 민주정이 충만하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경험을 바탕

으로 민주주의에 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인(지적인) 성찰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왕국 시 에 자치적이고 공화정적으로 운 된 도시에 한 경험이 점토판에 

명기되어 자료와 기록의 형식으로는 존재하지만, 거기에서 체계화된 이론적 성찰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를 제외하고는 자유, 정치 및 시민권 등에 한 체계적인 개념이나 사유를 탐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서남아시아 지역의 고  도시국가의 정치에 해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은 행정적 또는 경제적 

자료나 문학 작품에서 그런 단어들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사용된 용례를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사유

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에 한 풍성한 사실과 이에 한 체계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매우 예외적이고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세계사적으로 아테네 민주정이 민주주의에 관해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위 한 발자취를 남겼다

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른 문명과 달리 특히 아테네는 민주정에 한 실험을 역사적으로 연장하여 풍부

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았고, 패권적 지위와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을 활용하여 심화된 

민주주의에 한 이론적 성찰을 성숙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테네가 이룩한 이런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 이를 과장해서 메소포타미아 등 서남아시아와 이집트 

지역은 물론 고  문명의 여러 지역에 도시국가적 형태의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보편적으로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럽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고 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관점이다.

Ⅲ. 대동의 두 가지 개념:｢예기｣와 ｢서경｣
중국의 유학관련 고전에서 우리는 동(大同)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유가가 추구하

는 이상사회의 모습으로서 ｢예기(禮記)｣( 예운(禮運) )에 소강(小康)과 함께 서술된 ‘ 동’(사회)이고 다른 하나

는 ｢서경(書經)｣에 나오는 정책결정(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 동’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가적 이상사회

로서의 동과 소강에 해서는 학자들이 지 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서경｣에 나오는 동에 해서는 특

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필자는 이 두 가지 동 개념을 유교 고전을 중심으로 제시한 후에, 의사결정과정

으로서의 동을 일종의 원시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원형이라 해석하면서, 원시유가 사상에서 명멸했던 동 

민주주의의 사상적 흔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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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기｣에 나오는 대동

먼저 예기( 예운 )에 나오는 동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가 행해질 때에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었다(天下爲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거나,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노인은 편안히 여생을 마치도록 하 고, 젊은이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나도록 하 다. 홀애비⋅과부⋅고아⋅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몹쓸 병을 앓는 사람 등이 모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 으며, 남자들은 직업이 있고 여자들은 시집갈 

곳이 있게 하 다. 재물이 낭비되는 것을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몸

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미워했으나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간사한 음모

가 생겨나지 않았고, 도둑이나 난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문을 바깥으로 하여 잠그지도 않았

다. 이것을 ‘大同’이라 한다(한글번역은 이상익 2001, 87에서 따옴).

예기(｢예운｣)에 묘사된 동사회는 ‘위 한 조화’로 규정되는 사회구성체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

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유가의 小康사회에 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2. 서경에 나오는 대동

흥미로운 또 하나의 사실은, 맹자가 요와 순의 왕위계승과정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동, 

곧 서경의 주서 홍범(周書 洪範) 에서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서술된 ‘ 동’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상사회로서의 ‘ 동’의 특징인 왕위선양은 중요한 정치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방식으로서 ‘ 동’과 만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경에서 ‘ 동’이라는 단어는 주서 홍범(周書 洪範) 에 오직 한 번 나온다. 서경의 서술에 따르면, 주나

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기자(箕子)에게 찾아가 천도(天道)를 묻자 기자가 홍범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 본

래 홍범은 우왕에게서 나왔는데, 기자가 미루어 부연하고 손익하여 무왕에게 전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홍

범구주(洪範九疇)의 일곱 번째 조항에서 동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너에게 크게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먼저 네 마음과 상의하고 경사(卿士)와 상의하고 서인(庶人)과 상의한 

뒤에 복서(卜筮)에 물으라. 너의 생각도 찬성이고 거북점과 시초점의 점괘도 찬성이고 경사와 서민도 찬성이

면 이것을 동이라 하니 몸이 건강하고 자손이 길함을 만날 것이다.

필자는 ‘위 한 조화(great harmony)’로 특징지어지는 예운 의 동과 달리, 홍범 에 나오는 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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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great consensus)’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결정양식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위 한 합의’
로서의 동은 점괘는 물론 왕과 귀족 및 백성의 합의에 따른 결정을 지칭하기에 강한 민주적 함의를 부여받게 

되는 바, 필자는 이를 ‘ 동 민주주의’로 정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적 함의를 지닌 위 한 합의가 구체화된 

경우를 유가 고전이나 역사서의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법하다. 그런데 그러한 택스

트에서 구체적으로 위 한 합의를 예시하는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홍범 에 명시된 위 한 합의에

의한 동 민주주의는 헌정적 규범이나 근본적인 가치가 아니라 단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 빠질 수도 있다. 과연 그러한가?

Ⅳ. 원시유가사상에 명멸했던대동 민주주의

이 장에서 필자는 원시 유가의 고전이나 중국의 고 사를 기술하는 역사서에서 동 민주주의의 사상적 흔

적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동 민주주의의 흔적으로 일단 요(堯)⋅순(舜)⋅우(禹)의 양위 과

정에서 차기 왕인 순⋅우⋅계(啓)가 선출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서경의 홍범 에서 제시된 

동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어서 동 민주주의에 한 공자의 부정적 태도와 맹자의 적극적 태도를 비교 고찰할 것이다.

이에 해서는 공자가 산정(刪定)한 서경이, 주나라 여왕(厲王) 시 에 소목공(召穆公)이 간언하는 과정

에서 상기시킨 동 민주주의 원칙에 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단편인 원목(原牧) 과 탕론(湯論)을 통해 동 민주주

의에 한 급진적 회상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1. 요⋅순⋅우의 양위과정에 나타난 대동 민주주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요와 순 및 우로부터 각각 차기 왕―순과 우 및 계(또는 익(益))―에게 왕위가 승계되는 

과정에 한 맹자의 서술에서 ‘위 한 합의’에 따른 동 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하는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 

맹자 만장(萬章) 에는 맹자와 그의 제자인 만장이 주고받은 문답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맹자는 요와 

순이 임금일 때는 그들이 각각 천거하여 섭정을 맡긴 순과 우에게 선위가 일어나고, 우가 임금일 때는 그가 

천거하여 섭정을 맡긴 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의 아들인 계에게 왕위가 세습된 사실에 해 체계적인 분석

을 시도한다. 맹자에 따르면, 요와 순의 자식들이 불초했던 데 반해, 순과 우는 어질었고 또 오랫동안 백성들

에게 은택을 베풀었기 때문에 순과 우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와 달리 우의 경우에는 그가 천거한 익(益) 못지

않게 아들 계(啓)가 어질었고, 또 익이 은택을 베푼 기간(7년)이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이 계를 따라 갔으며 

그 결과 계가 우의 도를 공경히 승계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맹자는 “순⋅우⋅익의 도움이 오래고 멂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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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들의 어질고 불초함”에 따라 왕위가 계승되었으며, 이는 모두 하늘의 뜻으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명

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왕의 아들과 섭정을 담당했던 성현 사이에서 백성과 신하들이 차기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 한 맹자의 설명

에서 우리는 ‘위 한 합의’에 따른 동 민주주의의 실례를 발견할 수 있다.

차기 왕은 위 한 합의에 비견할 만한 ‘왕의 천거(선택)’, ‘신하의 동의’ 및 ‘백성의 지지’라는 세 당사자의 

만장일치에 의해 선임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맹자에는 섭정을 하던 순과 우와 익이 자신이 모시던 왕이 죽고 3년 상

을 마친 후 몸을 숨기고, 이어서 제후, 관리 및 백성이 순과 우 및 계를 지지하여 왕으로 옹립하는 과정에 

한 서술이 나오는데, 서경에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맹자에는 요와 순의 승계 과정

에 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堯가 崩御하시거늘, 3년 상을 마치고 舜이 堯의 아들을 피하여 남하의 

남쪽으로 가 계셨는데, 천하의 제후로서 조회하는 자들이 堯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舜에게 갔으며, 옥사를 

송사하는 자들이 …… 舜에게 갔으며, 덕을 구가하는 자들이 …… 舜을 구가하 다.” 이러한 서술은 순이 죽은 

후 우가, 그리고 우가 죽은 후 그의 아들 계가 익 신 즉위할 때에도 발견된다.

舜이 崩御하시거늘 3년 상을 마치고 禹가 舜의 아들을 피하여 陽城으로 가 계셨는데, 천하의 백성들이 따라

오기를 堯가 붕어한 뒤에 堯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舜을 따르듯이 하 다. 禹가 익을 하늘에 천거한 지 7년 

만에 禹가 붕어하시거늘, 3년 상을 마치고 益이 禹의 아들을 피하여 箕山의 북쪽으로 가 있었는데, 조회하

고 옥사를 송사하는 자들이 益에게 가지 않고 계에게 가면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의 아들이다’ 하 으며, 

덕을 구가하는 자들이 익을 구가하지 않고, 계를 구가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의 아들이다’ 하 다.

지금까지 서술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왕의 뜻, 경사의 뜻, 백성의 뜻의 일치를 통해, 곧 홍범 에서 명기

된 동의 원칙에 따라 차기 임금인 순과 우 및 계를 옹립하는 가장 중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백성의 참여를 필수적 요소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강한 민주적 함의

를 갖는다.

2.공자와맹자 그리고 대동 민주주의

지금까지 필자는 서경과 맹자에 서술된 바를 중심으로 요⋅순⋅우 시 의 왕위계승에서 ‘위 한 합의’
로서 동 민주주의 원칙이 어떻게 관철되었는가를 검토했다. 그리고 왕의 옹립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백성의 지지나 동의가 서경이나 논어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데 반해, 맹자와 사기
에서는 이 점이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유가라도 공자가 군주와 귀

족 중심의 엘리트 지배체제를 옹호한 데 반해, 맹자는 공자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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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맹자의 이러한 동 민주주의적 사상은 제 선왕(齊 宣王)과의 문답에서 관리의 임

면과 처벌에 해 언급할 때에도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좌우의 신하가 모두 [그를]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며, 여러 大夫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國人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어짊을 발견한 뒤에 등용하며, 좌우의 신하들

이 모두 [그를]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여러 부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국인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불가한 점을 발견한 뒤에 버려야 합니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죽일 만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여러 부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

고, 국인이 모두 죽일만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죽일 만한 점을 발견한 뒤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인이 죽 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관리의 임면과 처벌에 있어서 맹자는 동의 원칙에 따라 군주, 관리 및 백성(또는 국인)의 만장일치적 

합의를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논어에 기술된 공자의 언행에서는 이와 유사한 구절을 발견하기 어렵다.

맹자와 비되는 공자의 이런 반민중적 태도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한 서경의 의미심장한 다른 침묵

(삭제)에서도 확인된다. 주나라 여왕(厲王)은 천하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 포악하고 사치하며 교만했다. 

이에 백성들이 왕을 비방하자 비방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죽임으로써 백성들의 입을 막았다. 당시 여왕이 백성

의 비방을 성공적으로 침묵시킨 것에 기뻐하자, 이에 해 소공(召公)은 강력한 민주적 함의를 담은 간언을 

여왕에게 올렸다(간언에 한 인용은 지면제약상 생략; 이 간언은 사기와 국어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왕은 소공의 간언을 듣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나라에서 감히 정치에 해 말하는 자가 없었다. 3년

이 지나자 마침내 백성들이 이를 견디다 못해 서로 연합하여 난을 일으켜 왕을 습격했고, 왕은 체(彘)로 달아

나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예운 의 소강에 서술된 것처럼 “백성에게 재앙을 끼치는 군주라 하여 

[백성이 군주를] 폐출”한 일종의 ‘민중혁명’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여왕이 백성의 봉기에 의해 폐출된 사건은 

물론 소목공이 여왕에게 간한 말은 강한 민주적 함의를 띠고 있다.

이에 반해 공자는 서경을 산정하면서 소공의 간언은 물론 여왕의 폐출과 민란에 한 서술을 무시했거나 

삭제했다. 만약에 공자가 동 민주주의에 호의적이었다면, 당연히 여왕과 관련된 일화를 서경에 포함시켰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정치적 능력에 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공자는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

는 것이 민란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통한 망각’을 시도했던 것으로

3.대동 민주주의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급진적 회상

유교 전통에서 동 민주주의에 한 기억은 공자 등 주류 유학자들의 침묵과 망각에 의해 전적으로 단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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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며, 소공이나 맹자 등이 남긴 급진적 회상(기억)을 통해 간헐적으로 분출되어 왔다. 후 의 이러한 

분출로 우리는 조선의 표적 실학사상가인 다산 정약용이 지은 두 단편 원목(原牧) 과 탕론(湯論) 을 들 수 

있다. 먼저 원목 에서 다산은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라
는 급진적인 질문을 던진 후에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동 민주주의의 원칙

에 따라 백성들의 합의와 추 를 통해 정당한 권력이 탄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상향식으로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곧 백성들이 공정하고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추 하여 우두머리로 삼고 그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는데, 지역적 단위가 확 됨에 따라 그 우두머리가 ‘이정(里正)→ 당정(黨正) → 주장(州長) 

→ 국군(國君) → 방백(方伯) → 황왕(皇王)’ 순으로 상향식으로 추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뒤이어 그는 

황왕의 근원이 이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따라서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후, 우두

머리의 선출은 물론 법률의 제정과정에 해서도 동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里正이 백성들의 소망을 따라서 법을 제정하여 黨正에게 올렸고, 黨正은 백성들의 소망을 따

      라서 법을 제정하여 州長에게 올렸으며, 州長은 國君에게 올리고, 國君은 皇王에게 올렸다.

      그리하여 그 법이 모두 백성에게 편리했던 것이다.

이어서 다산은 후세에 와서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된 후, 하향식으로 자기 가족, 친척 및 가까운 

사람들을 제후로 봉하고, 또 그 제후들은 사적으로 자신들에게 가까운 자들을 주장(州長)으로 세우고, 이러한 

과정이 다시 당정(黨正)과 이정(里正)을 세우는 데도 반복되어, 위정자들이 자기 욕심 로 법을 만들어 백성들

을 탐학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제는 “얼핏 보기에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꼴”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유학자로서 다산은 유덕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유교적 기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유덕자가 통치하기 위

해서는 동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아래로부터 백성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상향식으로 검증⋅추 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하 탕론 에 한 논의는 생략)

Ⅴ.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서경, 사기, 논어, 맹자, 국어 등 고  중국 고전을 분석하여 산재해 있는 동 

민주주의의 흔적을 탐사했다. 그러나 이 글은 여전히 시론적인 것으로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필자

가 생각하기에 이 글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추후의 연구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글에서 제시된 ‘ 동 민주주의’가 적절히 개념화된 것으로서 과연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는가에 한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난관을 인식하고 필자는 군주, 귀족 및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정을 포함시키기 

위해 민주주의 개념을 확장했지만, 이에 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듯하다. 둘째, 분석 상이 중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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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가 관련 고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동 민주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고  역사서는 물론 일본 및 한국의 고  역사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셋째, 고  그리스나 서남아시아의 민주정과 공화정에 한 실제 역사를 검토하면, 민주정이나 공화정의 

발전이 상공업 등에 자유롭게 종사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민계층의 존재와 이를 가능케 

하는 도시문명의 번 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정이나 공화

정이 실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형태와 내용은 다르더

라도,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도시문명이 번 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필요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고

학, 비교역사학 등을 동원한 고  동북아시아 역사에 한 최근의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찾아서 조해 보아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실재로서의 동 민주주의 또는 원시적 민주주의는 체로 부족연합국가 

단계에서 발견되는데, 고  중국에서는 부족연합국가에서 중앙집권적 왕조국가로의 이행이 지중해 문명이나 

서남아시아 지역의 문명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일찍 진행되어, 원시적 민주주의에 한 기록이 제 로 보존되

지 않았고, 그나마 보존되어 있었던 것도 왕조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멸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

다. 그렇기 때문에 고  중국의 맹자 또는 후  조선의 다산과 같은 인물이 동 민주주의와 같은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관념적으로 소구(遡求)하더라도, 그들은 이를 발아시키고 숙성시킬 수 있는 역사적 토양을 결여하

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역사적으로 실재했을 법한 민주주의의 운 에 한 기록 

또는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운  가능한 정치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에 한 그들의 급진적 상상력을 

구체화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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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민본관념과 민주주의와의 이질성 탐구

장현근(발표) - 용인  중국어학과 교수

[한글요약]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전통 유가사상은 동질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맹자의 민본관

념과 민주주의가 매우 이질적인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민본관념의 民은 최고통치자 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고 민주주의의 民은 그 한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민본의 民이야말로 권력의 창출에 관여하

지 않을 뿐, 총체적인 것으로서 정치의 의미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개념이다. 나는 맹자의 민본사상을 민주주

의의 하위가치로 생각하지 않으며 민본사상 자체의 의미에 천착하고 그것의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를 체할 

(보완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사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유가사상(유교 또는 유학?)과 민주주의는 관계가 있는가? 유가사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가사상을 변화하는 세상의 지식을 섭렵하고 더불어 바뀌는 광범한 사유체계로 인식한다면 서구에서 도입한 

덕선생(德先生1)1))은 유가의 정치이념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가사상과 민주주의는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를 전통시  동아시아 정치질서를 형성해온 특유의 사유체계로 본다면 서양에서 만들어

지고 발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전통 유가사상은 동질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전통 유가 특히 

맹자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와 민본이 매우 이질적인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물론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맹자사상을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함의가 매우 다양한 것이어

서 무한한 해석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미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공통의 가치가 되었으며, 일

종의 최고 높이의 善의 신화가 되어버려서 모든 다른 정치이념들을 그 하위 단위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면 

하위 가치로서 맹자의 民本관념을 통해 민주주의에 봉사하는 보완적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맹자사상을 민주주의의 하위에 놓지 않고 생각하기로 한다.

그렇다고 전통회귀적인 비민주적 혹은 반주적인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 서는 민주주의를 

자유와 평등을 양  기둥으로 하며 인민주권, 다수결, 표성의 원리를 그 방법으로 하는 말 또는 이념이고 

제도이며 정치체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지구 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 의 관심거리이며 

1) 胡適등이 1919년 5⋅4신문화운동기 science를 새선생(賽Sai先生)이라고 부르고 democracy를 德(De)선생이라 부른데서 유해

한 용어. 1989년 6⋅4 천안문사건 광장시위 는 Hello Mr. Democracy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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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라는데 동의한다.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의 가치와 이상을 안정된 사회

질서 속에서 실현시키고자하며 이 때문에 인간이 바라는 치세(治世)는 본질적으로 民이 主인이 되는 민주주의

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는 오늘날 세계 정치 그 어디에도 민주주의 외의 다른 안은 찾기 어렵다는 데도 

동의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유일한 정치제도는 아니며, 노쇠해져 가고 있으며, 도덕적 

타락에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인간을 비정치화 또는 탈정치화시킴으로써 정치를 왜소하게 만든 혐의가 있다

고 생각한다.2) 따라서 민주주의 외의 안 찾기에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

하는 차원에서 연구3)가 아니라 유가적 전통 또는 동양사상의 다양한 정치이념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체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자사상에 한 비판적 계승을 통해 수립된 사상체계가 

‘또 다시’ 민주주의가 되더라도 전통 속에 들어가 다시 정치세계를 되돌아보는 노력이야말로 오리엔탈리즘의 

혐의를 벗고 ‘더 나은 세상’ 또는 ‘보다 많은 사람의 보다 행복한 삶’을 향한 새로운 정치이념의 발전과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 작은 모색의 하나로 맹자의 民本사상을 중심으로 그것이 민주주의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개념임을 설명하고 민본사상의 자체발전을 위한 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맹자, 

민본, 민주 등의 비교와 선행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예컨  중국논문검색엔진 cnki만 검색해

도(2014년 6월 16일) 姚中秋, 民本與人民主權(｢北京大学研究生学志｣ 2013年Z1期, 2013) 등 ‘民本’을 주제로 

하면 6천 건 이상의 논문이 검색되며, ‘민본, 민주’는 1200건 이상, ‘맹자, 민본’은 丁冬菊, 孟子民本思想及其
與与當代民主思想之比较(｢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8年04期, 2008) 등 550건이 넘는다. 한국에서

도 ‘민본’이 주제로 들어간 단행본만도 십여 권 이상 출판되었으며 40여 편의 학위논문이 생산되었다. 특히 

2000년에 출간된 김형효 등 6인 전문가의 ｢민본주의를 넘어서 : 동양의 민본사상과 새로운 공동체 모색｣(청
계)은 동서철학의 비교시각과 전통과 현 의 민본과 민주에 한 다양한 견해를 일관된 방식으로 분석한 뛰어

난 성과이다. 이상 모든 글을 분석할 여력은 없지만 내가 살펴본 글 가운데 민본과 민주가 매우 이질적인 관념

이며 정치사상적으로 전혀 다른 비교 상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극히 일부 문헌만 두 관념의 

차이에 천착한다. 예컨  鍾國安, 民主與民本: 政治思想的两条不同进路(｢廣东廣播电视大学学报｣ 2009年03

期, 2009)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천착하여 민본과 민주가 차이가 있어서 동서양 정치사

상이 다른 발전을 하게 되었노라고 분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民’을 보는 이질적인 시각 차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지 못하고 있다.

2) 절차적 민주화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아직도 매우 허약한 상태에 있으며 더 많은 민주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예컨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후마니타스, 2007)에는 여전히 공감한다.

3) 이 점에서 이 글은 1993년 발표했던 장현근, 라종일, 西歐民主主義와 儒家思想: 동양사상을 매개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 

모색 (경희 학교 ｢논문집｣ 제24집 인문.사회과학편, 1995.12.), 41-63쪽에 한 반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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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본의 民은 집단의 최고지도자 한 사람이 빠져 있는 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민본과 민주의 

이질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정치사상으로서 민주주의의 민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개념이어서 누구나 최고지

도자가 될 수 있다는 권력의 창출을 핵심 주장으로 한다.

하지만 맹자 민본관념의 민은 최고지도자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어서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 외 모든 

구성원관의 관계를 다룰 뿐 권력의 창출과는 무관하다. 이글은 이 점에서 그동안 다루어진 민본‘주의’와 민주

주의와의 연계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2.

공자는 정치를 ‘국가 또는 각급 조직의 행정, 정책 입안 등 각종 정무에 종사하는 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 질서를 바로잡는 일’ 등으로 정의했다. 유교에서는 “총체적인 것으로서 삶과 인간관계의 완전한 질서체계

로 정치를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한 탐색, 천륜과 인륜, 법제와 경 , 심지어 우주자연의 

이치까지 모두 정치의 역이었다.4) 단순히 권력의 창출, 확 , 유지, 변동 등만을 정치로 보지 않았다. 민주

주의는 다양한 개념정의가 가능하지만 토론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권력의 창출로 수렴된다는 점에

서 유가에서 보는 정치와 사뭇 다르다.

유가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 존군(尊君)을 바탕으로 한다. 군주정치의 산물이며 군주정치를 정당화하는 논

리이며 군주를 총체성으로서 정치의 최상위에 존치시키는 사상이다. 군주를 견제하는 것은 추상적 이념으로

서 天과 天命, 天理, 道등이었다. 君이 主가 되는 정치체제에서 그런 추상성만을 특징으로 삼았다면 정치사상

으로서 유가가 수 천 년 간 동아시아 정치체제에 그토록 큰 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가사상이 

정치이념으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天道를 民心과 연결시킨 데 있으며, 民을 통치의 근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군주정치와 민주주의는 동등하게 비할 수 없는 관념이며 천도와 민심으로 수렴되는 민

본관념은 인민주권, 다수결, 표성의 원리를 방법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동등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중국 고 에 民은 자유롭고 직업을 가진 존재를 말하 다. 4민설을 제기한5) ｢관자｣ 소광 편에선 “사⋅농⋅
공⋅상 4민은 국가의 초석이 되는 民이다”6)고 한다. 전통시  民들은 모두 직업을 통한 자기 재산을 가진 존

재들이었으며, 자유롭게 이사할 권리와 타국으로 떠날 권리도 갖고 있었다. 民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혼인은 

4) 동양에서 정치의 전통적 의미에 해서는 장현근, 근  한국정치학과 ‘정치’ 인식의 불연속성: 전통적 총체성의 상실 (서강 학

교현 정치연구소 ｢현 정치연구｣ 5권 1호, 2012.4.), 155-180쪽 참조. 심지어 동한 王充은 ｢논형｣무형 (無形)편에서 氣에 

따른 몸의 변화 즉 몸의 질서를 잡는 것까지를 政治라고 말한다.

5) 4민설을 관자가 처음 주장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고염무(顧炎武)는 ｢일지록｣(日知錄)에서 “士農工商謂之四民, 其說始
於管子”라고 말한다.

6) 士農工商四民者. 國之石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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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배할 수도 있었다. 이 民은 분명 국가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노예적 속박상태가 아니라 상당한 자유

를 누리는 국가의 근본이었다.7) 民은 “군주의 상 로써 피통치자 전체 으며, 天의 상 이며 國의 근본이었으

며, 도덕의 표준이었고, 자유롭고 재산권을 가진 존재 다.”8) 그 민은 天의 의사를 반 한 존재이긴 하지만 

최고통치자 한 사람이 빠져 있는 통치 상이 되는 모든 구성원을 뜻한다.

자유로운 개인이 군주와 평등한 인격체로서 언제든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민주주의

의 民과 도저히 갈아치울 수 없는 군주의 통치 상으로서 民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관념의 民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매우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맹자｣에서도 民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체로 天子를 제외한 피통치자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民이 天을 신할 수는 없지만 民心을 통해 天의 의향을 드러내준다고 보았다. 맹자는 만장 상 편에서 ｢서경｣ 
태서 (泰誓)의 ‘하늘은 우리 民의 시각으로 보고, 하늘은 우리 民의 청각으로 듣는다.’9)는 말을 인용하며, 하늘

의 뜻은 민심의 향배가 결정짓는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민심은 천심이므로 인민은 곧 천민이 된다. 맹자는 

이윤의 말을 빌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늘이 이 백성들을 낳음에 선지자로 하여금 후지자를 깨우치게 하고, 

선각자로 하여금 후각자를 깨우치도록 하 느니라. 나는 하늘 백성 가운데 먼저 깨우친 선각자이다. 내 장차 

이 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우쳐줄 것이다.”10)(｢만장 상⋅7 / 만장 하｣⋅1)

맹자는 민을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 다.

“제후의 보배는 세 가지인데 토지, 인민, 정부이다. 옥구슬 따위 재물을 보배로 여기는 제후는 그 재앙이 

결국 제 몸에 미칠 것이다.”11)( 진심 하⋅28)

제후가 다스리는 곳을 국(國)이라 한다. 民을 정부와 더불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생각했다는 점은 

제자백가 가운데서도 큰 진전이지만 그렇다고 맹자가 民을 정치의 주체로 생각한 것은 아니며 인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적 사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 다.

공자가 군 나 경제를 버리더라도 “민의 신뢰가 없으면 정치가 설 수 없다.”(｢논어｣ 안연⋅7)며 민심의 중요

성을 말하는 등 ｢맹자｣ 이전에도 ｢서경｣⋅｢좌전｣⋅｢논어｣ 등에 민을 강조한 전통은 쭉 있어왔다. 맹자가 민을 

천민으로 여긴 것은 유가의 맥락과 일치한다. ｢맹자｣에 민(民)자는 209번 등장한다. 그 가운데 서민(庶民)이 

5회 등장하고, 유사한 의미로 서인(庶人)이 14회, 백성(百姓)이 19회, 국인(國人)이 8회 등장한다. 하지만 민이 

｢맹자｣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人, 614회)자와 거의 부분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책 전체가 민을 다룬 

내용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12)

7) 民의 의미에 해서는 장현근, 민(民)의 어원과 의미에 한 고찰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15집 1호, 2009.5.). 

131-157쪽 참조.

8) 장현근, 민(民)의 어원과 의미에 한 고찰 , 앞의 글, 156쪽. 

9) 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

10) 天之生此民也，使先知覺後知，使先覺覺後覺也。予，天民之先覺者也；予將以斯道覺斯民也。
11) 諸侯之寶三：土地，人民，政事. 寶珠玉者，殃必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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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이렇게 民을 중시했다고 해서 그리고 민을 통치의 근본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民이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군주정치의 옹호자 으며 집안에서 부모처럼 군주를 民
의 부모로 생각하 다. ｢맹자｣에는 ‘爲民父母’란 말이 무시로 등장한다. 권력의 주체는 군주이며 그는 부모가 

가족을 돌보듯 天民을 돌봐야 하는 존재이다. 民은 자식과 같은 존재로 부모의 위치를 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맹자는 민심은 천심이니 민심에 따라 모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민심에 어긋나고 민심을 

잃게 되면 그것은 곧 천하를 잃는 길이라고 한다. 이루 상 편의 다음 주장을 보자.

“하나라 걸(桀)왕과 은나라 주(紂)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그 民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民을 잃은 것은 그들

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데 도가 있는데, 그 民을 얻으면 이는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 民을 

얻는데 도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이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도가 있는

데, 바라는 바를 모아서 그들에게 주고, 싫어하는 바를 그들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13)
민심을 잃으면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맹자의 주장은 민심이 권력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아니다. 군주에게 

민심을 잃지 말라는 충고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 떠난 민심이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맹자

의 주장은 그저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하지 말라는’ 군주에 한 소극적 요구일 뿐이다. 좋은 정책으로 민심

을 위무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정도가 맹자 주장의 요체인 것이다. 이 점에서 민심이 권력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민주주의와 큰 차이가 있다.

맹자 仁政론의 요체는 천하의 民들을 귀순시키는 것이다. 民들이 자신의 정부를 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좋아하지 않은 어진 군주’가 있는 나라로 짐을 싸서 이민을 온다는 얘기다. 양혜왕 

상 편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군주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사람만 

바라볼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民이 귀순해 올 것입니다. 이 시원함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14)
짐을 싸서 이민을 오는 사람이 군주일 수는 없다. 맹자의 民에는 군주가 빠져 있다. 그래서 民의 선택 즉 

피통치자들의 선택은 民의 힘으로 군주를 바꾸는 방법이 아닌 그 포악한 군주를 떠나는 소극적 방법뿐이다. 

민이 권력창출의 선택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맹자에게 있어서 民은 유가의 다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國의 근본이고, 군주와 상호 의존적인 공생관계

이며, 도덕정치의 근거로 주장되었다. 거기에다 맹자는 더 나아가 天民이 성인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진심 

상 편에서 “天民이 있는데 그들은 통달하여 천하에 도를 행할 수 있게 된 연후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

12) 인과 민의 통용과 차이 등에 해선 진 제 1991, 267-281에 매우 상세함.

13) 桀紂之失天下也，失其民也；失其民者，失其心也. 得天下有道：得其民，斯得天下矣；得其民有道：得其心，斯得民矣；得其
心有道：所欲與之聚之，所惡勿施爾也.

14) 如有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 誠如是也，民歸之，由水之就下，沛然誰能御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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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5)고 한다. 물론 이들이 정치권력을 담당하는 인이나 군주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상사회를 만들

어 갈 주체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民을 생각했다는 점은 民에 한 높은 기 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그 기  속에 구체적으로 권력의 변이를 가져올 힘을 天民에게 주려는 구상은 없으며, 제도적으로 민을 정치

주체로 만들어갈 구상도 하지 않았다.

3.

그렇다면 그 유명한 맹자의 민귀군경(民貴君輕)론을 담은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인가?16)

“民이 가장 소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民의 신뢰를 얻어서 그렇게 

천자가 되었으니, 천자의 신뢰를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뢰를 얻으면 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

롭게 만들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희생에 쓸 가축을 다 마련하고 곡물도 깨끗이 갖추어 제 때에 제사를 지내

는데도 가뭄이나 홍수가 연이으면 종묘사직을 바꾼다.”17)( 진심 하⋅14)

기존에도 군주의 입장에서 민의와 민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 하지만 맹자처럼 이렇게 

군주와 백성을 직접 비시켜 누가 중요한가를 비교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맹자는 군주와 민을 직접 비하

며 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구조를 보면 신뢰를 기초로 백성 → 천자 → 제후 → 부가 되는 것이다. 

민본을 민을 중시하는 관념이라고 정의한다면 맹자만큼 철저히 민본을 주장한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천자 → 제후, 제후 → 부는 주종관계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백성 → 천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맹자 인정의 목표는 천하의 제왕 즉 천자가 되는 것이다. 어진 정치를 실행해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한 본성 로 도덕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왕도의 세상이다. 그러려면 그 전제인 천하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해 와야 한다. 그래서 천자에게 ‘필요’한 것은 민심이다. 백성들의 신뢰다. 따라서 여기서 백성 

→ 천자의 원인-결과의 주종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민심 〓천자’로 읽어야 한다. 원문에 다른 구조와 달리 

이(而)자가 들어간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民이 主체가 되어 천자의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

니라 기왕의 천자가 ‘民을 貴하게 여김으로써’ 민심의 지지를 얻어 왕도를 행할 천자가 된다는 뜻이다.

‘민심 = 천자’이니 민심을 잃으면 천자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맹자에서 ‘桀紂-

湯武’ 비 구조를 만든 것은 그런 이유이다.18)  ‘民을 貴하게 여기라’는 충고이지 민에 의해 천자가 교체될 

15) 有天民者，達可行於天下而後行之者也.

16) 이하 맹자 民貴君輕과 관련된 주장 및 원문해석은 장현근, ｢맹자: 바른 정치가 인간을 바로 세운다｣(서울: 한길사, 2010)을 

주로 참조하 다.

17) 民為貴，社稷次之，君為輕. 是故得乎丘民而為天子，得乎天子為諸侯，得乎諸侯為大夫. 諸侯危社稷，則變置. 犧牲既成，粢
盛既絜，祭祀以時，然而旱乾水溢，則變置社稷.

18) 桀紂의 폭군화는 유가사상의 정교한 성인지상주의 산물이라는 데 해서는 장현근, 성인의 재탄생과 성왕  폭군 구조의 

형성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17집 2호, 2011.11.), 104-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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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제후의 사직은 바꿀 수 있다. 바꾸는 주체는 천자이다. 이 점에서도 맹자 ‘민귀군경’이 

민주주의적 권력의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맹자 당시는 民의 실질적 통치자가 제후 고 천자의 향력은 거의 쇠진하 다. 맹자는 천하의 왕자가 되려

는 강력한 제후들을 향해 民貴또는 민본을 주장했을 수 있다. 부는 제후의 신임에 기초하고, 제후는 천자의 

신임에 기초한다. 제후는 정치와 행정의 단위이다.

토와 인민과 정부를 가진 국가의 통치자이기도 하다. ‘백성 = 천자’이므로 민심의 상실은 곧 천자의 신임

의 상실이다. 당연히 제후와 종묘사직을 바꿀 수 있다. 오직 어진 정치만이 살길이다. 자신이나 사직의 안위보

다 백성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길은 인정의 실시이다. 잘못하면 교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다.

맹자 민귀군경은 ‘주일부(誅一夫)’나 ‘역위(易位)’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악행을 저지르고 조장하

는 군주나 부들은 내부적으로 징치될 수 있다는 말이며, 사직을 같은 성씨 내의 다른 인물로 교체가 가능하

다는 얘기다. 民이 君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맹자의 민본은 民이 主가 되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주체는 군주

이고 도덕을 갖춘 군자이다. 민에게 정치를 결정할 어떤 권리도 주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민은 군주의 정책수

행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어린 백성에 불과하다. 맹자의 민본은 民이 주체가 된 새로운 권력창출과는 무관

한 얘기다.

맹자 민귀군경론은 民과 君을 평등한 존재로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동등하게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존

재로 보는 민주주의적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귀군경의 民은 맹자 왕도정치론의 숭고함을 표현한 것이며, 도덕권력이 실재 

정치권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강조이다. 맹자 민귀군경론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이다.

민귀군경 이념을 정책에 반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백성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전쟁이나 과도한 세금, 군주의 사적 이익의 추구, 힘에 의한 정치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맹자가 주장하

는 왕도정치는 백성들의 생활을 뒤흔드는 그런 정책의 반 쪽에 있다. 백성들의 생활안정이 보민(保民)이다. 

맹자의 민본관념은 보민을 위함이지 민주적 절차나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누가 어떻게 권력을 차지하느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군주 체제 하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버이와 같은 통치자가 

한없이 은전을 베풀고 자식 같은 民과 더불어 물질적, 문화적으로 즐기며 사는 ‘여민동락(與民同樂)’의 이상을 

지향한다. 양혜왕 하 편을 보자.

“지금 여기서 왕이 사냥을 하는데, 백성들이 마차소리 말울음소리를 듣고 휘날리는 아름다운 깃발을 보면서 

기쁨에 들떠 웃으며 여기저기서 ‘우리 임금님이 아미 아무런 질병도 없으신가 보다! 아니면 어찌 저리 사냥을 

잘 하시겠는가?’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즐기기[與民同樂]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신다면 그것이 바로 왕도의 실천입니다.”19) 백성들과 함께 즐기면 

즐거움이 배가하니 현명한 정치가라면 혼자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음악도 혼자 듣는 것보다 여럿이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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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낫고, 여럿보다 수많은 백성과 더불어 듣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다. 그럼 백성들이 군주를 더욱 사랑하

고 더욱 존경하게 되어 왕도정치를 이룰 바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주와 백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군주는 백성을 걱정하고 백성은 군주를 걱정하는 이 아름다운 정치가 시행된다면 왕도사

회는 가까울 법하다. 물론 군주와 백성의 순서를 보면 항상 군주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군주가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 또한 군주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여긴다. 군주가 백성

들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기면 백성들 또한 군주의 근심을 자신들의 근심으로 여긴다. 천하와 더불어 

즐기고 천하와 더불어 근심하고도 왕도를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어떤 정치적 갈등도 없을 것 

같은 이런 경지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결국 맹자가 생각하는 민본은 군주가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과 즐거움을 나누고, 백성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적극적으로 자유나 즐거움을 쟁취하는 것과 무관하

다. 소극적인 반 도 아니다. 그저 군주의 은덕에 공감하며 즐거워하는 피동적인 상태이다. 소극적 반 와 

적극적 쟁취를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와는 너무도 이질적이다.

4.

이렇게 볼 때 맹자의 민본을 끌어다가 정치이념으로서 ‘민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가 아닌 듯하다. 이점에서 “‘민본’과 ‘민본주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

로, 오히려 Democrac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된 후에, 반사적으로 ‘형성’ 내지 ‘재구성’하게 된 것이라는 

가설을 조심스레 세워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20)는 김석근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민본’이 민주주의와 무관

하게 훨씬 일찍부터 얘기되어졌다는 면에서 새롭게 형성되거나 재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본‘주의’를
강조하는 숱한 주장들은 체로 민주주의와의 비교 또는 안적 시도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민본이 민주주의와 다른 관념임을 주장하는 사례는 더러 있다. 논문이나 책자가 아니라 간헐적인 단문

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 어렵지만 ‘민본주의는 성현의 정치를 주장한 것이고 양민(養民) 

정책을 핵심으로 한 것’이란 주장21)부터 ‘맹자의 민본사상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공리를 앞세운 

도구적 민본을 강조한 것이며, 진정한 인간의 해방을 꿈꾼 것이 아니라’는 주장22) 등이 있다. 하지만 민본은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나의 생각과 일치되는 연구는 많지 않다.23)

19) 今王田獵於此，百姓聞王車馬之音，見羽旄之美，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田獵也?’ 此無他，與民
同樂也. 今王與百姓同樂，則王矣.

20) 김석근, ‘민본’과 ‘민주’ 사이의 거리와 함의 (김형효 외, ｢민본주의를 넘어서: 동양의 민본사상과 새로운 공동체모색｣, 서울: 

청계, 2000), 254쪽.

21) 강징상(江澄祥)의 단문(http://web.thu.edu.tw/thching/www/MWA25.htm, 2014년 6월 18일)

22) 만의 팽려(彭犁), 民主與民本(1989.8.24 ｢聯合報｣ 27版, 聯合副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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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가 보는 정치와 민주주의에 한 생각이 제한적일 수는 있다. 이 글을 쓰며 나는 현 사회의 만병통

치약 민주주의는 우선 정치의 역에서 ‘정치’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한 정의로서 “비폭력적 정치경쟁을 통하여 선출된 집권층의 형성과 시민의 요구에 한 이들의 

책임성을 한편으로 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보장하에서 그들이 이익과 요구를 자유로이 표출하고 

조직하며 정치과정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 정치체제”24)를 염두에 두었다. 민주주의는 정치권

력을 둘러싼 선출, 토론, 책임, 과정에 한 얘기지만 결국은 선거를 통한 권력의 창출과 관련된 체제라고 

보았다.

맹자의 민본관념은 민주주의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책 아이디어나 정치적 요구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의 民
은 최고통치자 한 사람과 관련된 얘기며, 맹자의 民은 그 최고통치자 한사람을 뺀 얘기다. 그는 군주정치를 

바탕에 깔고 사유한 사람이었으며, 군주정치는 民에게 의무를 요구할 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맹자의 민본은 君民관계에서 民의 무조건적 복종의 의무를 약화시킨 공적은 있으나 民에게 자

신이 최고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최고통치자를 결정지을 권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절차와 제도에 갇힌 민주주의는 죽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확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로 인한 문제는 민주주의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세를 이루고 있

다. 나는 민주주의만을 유일한 정치체제로 보는 이러한 시각에 반 한다. 민본관념은 法治가 아니라 人治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며 따라서 좋은 정치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에도 반 한다. 권력은 왜 도덕과 분리되어야만 

하는가? 정치와 윤리는 왜 합일되면 안 되는가? 최고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라는 한 가지 외 총체성으

로서 정치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맹자의 민본관념은 최고통치자 한 사람에겐 스트레스이겠으나(정치도 잘

하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하므로) 그 외의 모든 民에게는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23) 최근 간행되었다는 낭의회(郞毅懷)의 ｢從國家主義到民本主義: 中國政治體制與價値觀｣(中國發展出版社, 2014년 6월 14일 뉴

스)가 나의 논의와 일부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책을 입수하지 못해 소개할 수 없다.

24) Juan J. Linz, “Crisis, Breakdown and Reequalibrium”, 최장집 요약, “민주주의의 붕괴”(｢민족지성｣ 1986년 10월호), 208

쪽. 로버트 달(Robert Dahl)의 정의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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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자유관:역사 현장을 통해 보는 ｢논어｣의 정치사상

이승환(발표) - 고려  철학과 교수

‘생명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

올 봄에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과 함께 중국의 함양(咸陽) 지역에 유적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진시황의 14  선조인 진(秦) 경공(景公: BC576-BC537)의 능(陵)이었다. 발굴현장을 

둘러보니, 지표로부터 25미터를 파 내려간 곳에 5천여평방미터에 달하는 거 한 무덤이 축조되어 있었다. 무

덤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정작 답사단을 놀라게 만든 것은 이 무덤에는 죽은 경공과 함께 186명의 산 사람

이 순장(殉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순장된 사람들 가운데는 그가 평소에 아끼던 신하도 있었고 총애하던 비

빈도 있었다. 무덤 옆에 그려진 장례식의 복원도를 보니, 산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관에 집어넣고 관뚜껑을 

덮는 광경이 보 다. 죽은 주인을 따라 저승길로 떠나가는 순장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진 경공이 죽은 해는 BC537년이니, 장례식이 치러지던 무렵에 공자(孔子: BC551-BC479)는 나이 열 여섯

의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진의 수도인 함양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노(魯) 나라에 살고 있던 공자가 이 소

식을 전해들었는지는 상고(詳考)해 볼 길이 없다.

다만 공자가 당시의 장례 관습에 해 비판하는 말 한마디가 ｢맹자｣에 인용되어 전해질뿐이다. “순장용 인

형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후손이 없으리라!”(始作俑者, 其無後乎!) 순장용 인형(俑)은 나무나 흙으로 사

람 모양을 만들어 죽은 이와 함께 묻어주던 부장품을 말한다. 공자가 인형을 순장하는 풍습을 저주했던 일로 

미루어볼 때, 산 사람을 순장하는 풍습에 해서는 한층 더 비판적이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을 따라 산 사람을 순장하는 일은 고  중국사회에 일반화된 장례 풍습이었다.

진시황의 22  선조인 무공(武公)의 무덤에서는 66구의 순장 유골이 발굴되었고, 18  선조인 목공(穆公)의 

무덤에서는 177구의 유골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진시황의 무덤에는 궁녀들과 더불어 능의 축조 작업에 참여했

던 수많은 인부들을 함께 묻어 죽 다. ｢한서漢書｣를 보면 진시황의 무덤에 생매장한 사람의 수가 만 명을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진나라뿐 아니라 제(齊) ⋅ 노(魯) 등에서도 순장을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사실이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인정’(仁政): ‘생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이념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하는 ‘자기보존의 욕

구’(desire of self-preservation)일 것이다. 근 에 들어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언되

었지만, 고 로부터 현 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기본으로 추구해온 자유는 ‘생명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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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의 순장은 인류의 공통된 염원인 ‘생명의 자유’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잔혹한 풍습이었다. 공자가 살

았을 당시 ‘생명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순장 제도 뿐 아니라 정치⋅경제⋅자연 등 여러 방면에서 고루 

관찰된다.

전제권력에 의한 폭압과 학정(虐政), 제후들 간의 전쟁과 도살, 자연의 재해와 기근, 낙후된 생산력과 가혹

한 세금 등의 요소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인 ‘생명의 자유’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들이었다. 만약 이러한 시

적 상황을 외면하고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말 몇 마디만 가지고 그의 자유관을 읽어내려고 한다면, 이는 

추상적인 지적 유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현  자유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포된다.

그리고 규범적 정당성을 획득한 ‘자유’들은 법적 장치를 통하여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된다. 오늘

날 자유주의 사회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자유들은 어느 한 시점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초인(超人)에 의해 

단번에 리스트가 작성되어 성문화된 것이 아니다. 오늘의 다양한 자유들은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악조건 속

에서 처절하고 피나는 투쟁을 통하여 하나하나 쟁취된 것이다. 오늘날 ‘근 의 안경’을 끼고 공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공자의 사상이 ‘보수적’ 또는 ‘억압적’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당시의 맥락 속에서 공자를 본다면 그의 

사상은 오히려 ‘진보적’ 또는 ‘해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전제권력의 폭압과 가혹한 형벌

로부터 인민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공자는 군주들을 향하여 ‘덕치’(德治)를 주장했고, 낙후된 생산력과 무거

운 세금으로부터 인민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공자는 지배계급을 향해 ‘인정’(仁政)과 ‘위민’(爲民)을 외쳤다.

아무리 기후가 좋아서 풍년이 들어도 세금 바칠 것을 빼고 나면 한 해에 며칠씩은 굶는 것이 예사로 여겨졌

던 고  농업사회에서 인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여타의 자유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자유’ 다. 

공자가 군주들에게 권고했던 ‘인자한 정치’(仁政)란 거창한 사회주의적인 평등분배를 주장하거나 북유럽식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공자보다 백년 뒤의 맹자가 제시했던 이상사회론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오
십 먹은 사람이 명주옷을 입을 수 있고, 칠십 먹은 사람이 고기 맛 좀 볼 수 있는” 정도의 소박한 수준에 불과

했다. 공자가 꿈꾸던 ‘인정’이란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백성들이 절 생존에 필요한 필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사회’에 다름 아니었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인구가 번창하고 민생이 고도로 안정되었

다는 한 의 ‘문경지치’(文景之治)나 당 의 ‘정관지치’(貞觀之治)란 백성들이 겨우 의(衣)와 식(食)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창고에는 약간의 여량(餘糧)이 남아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엥겔 지수에서 ‘의’와 ‘식’이 차지

하는 비중은 구미선진국의 경우에는 불과 20% 내외에 불과하지만, 부분 시기 중국의 고 사회에서는 평균 

75%이상을 상회하 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도 보장 받으려는 민중들의 염원은근 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을 주도한 홍수전은 “밭이 있으면 더

불어 경작하고, 밥이 있으면 더불어 나눠먹으며, 옷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입고, 돈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쓰자”(有田同耕, 有飯同食, 有衣同穿, 有錢同使)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보장 받으려고 했던 기층민들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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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에서는 계급의 분화로 인해, 경제적 소득 역시 극심한 양극화의 현상을 보일수 밖에 없었다. 왕실 

⋅관료⋅ 지주는 체로 고소득층에 속한 반면, 농민⋅수공업자⋅노비 등은 극빈층에 속했다. 문화가 극도

로 번창하고 정치가 고도로 안정되었던 시기에도, 굶지 않고 일 년을 넘길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 으며, 

부귀와 화를 누렸던 지배계급의 생활수준도 오늘날에 비교한다면 무척이나 낙후한 수준이었다. ｢좌전｣에서

는 춘추시 에 부강한 나라 던 제(齊)에서 “백성이 셋을 생산해내면 그 중 둘은 공실로 들어간다.(民三其力, 

二入於公)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가 지배계급에게 던진 말은 “부를 쌓으려 한

다면 인(仁)해질 수 없고, 인(仁)하고자 한다면 부를 쌓을 수 없다”(爲富不仁矣, 爲仁不富矣)라는 충고 다. 

절 군권의 시 에 지배계급의 착취를 비판하고 인민의 생명과 생존을 변해주었다는 점에서 공자는 인류의 

자유를 향한 연진사(演進史)에서 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몇 년 전 중국의 산동지방을 여행할 때 필자는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제(齊) 경공(景公)의 말무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제 경공의 장례식 때 6백마리의 말을 마부들과 함께 매장한 것이다. 최근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덤의 일부만 발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묘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장되어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고  중국 사회에서 말은 군사용으로나 농업용으로 단히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재화 다. 당시의 경제 수준으로 볼 때 말 6백 마리를 한꺼번에 묻어 죽이는 일은 오늘날 3,500cc급 그랜저 

600 를 땅속에 묻는 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아직 철기가 보급되지 못해 농업 

생산력이 저급하기 짝이 없었던 시절에, 인력을 신할 수 있는 귀중한 생산의 수단을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

하기 위하여 땅속에 쏟아 붓는 일은 오늘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당시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배계급에 의한 부의 과잉독점은 공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했던 사항이었다. 예를들어 ｢논어｣에 나오

는 “군자는 덕을 품지만 소인배는 땅욕심만 품는다.(君子懷德, 小人懷土)라는 구절은 토 전쟁을 벌이고 있던 

당시의 제후들을 향하여 던진 말이다. 이 말은 경작할 땅 한 뙈기라도 얻고 싶어 하던 빈궁한 농민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땅욕심 때문에 무자비한 전쟁을 일삼던 당시의 제후들을 비판한 구절이다. 만약 ｢논어｣의 이런 

구절을 놓고 “공자는 이익 추구에 반 하 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한다.”고 비판을 한다면 이는 너무

도 탈맥락적인 이해가 되고 말 것이다. 공자는 이익 추구의 자유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전쟁과 폭압을 일삼던 무자비한 지배계급을 비판한 것이다. 공자는 비록 자신의 사상체계 내에서 명시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많았지만, 그 안에는 다수 인민의 ‘생존의 자유’를 위협하는 절 권력의 잔혹

성에 한 예리한 비판이 들어있다. 공자가 말하는 이러한 ‘생존의 자유’는 2차 전 직후 UN 인권선언을 입안

할 당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의해 인권의 항목으로 제시된 ‘사회적 권리’와 비슷한 함의를 지닌다.

지배계급은 ‘자유’보다 ‘덕성’을 연마해야. 공자에게서 인민의 ‘생존의 자유’를 옹호하는 언급은 곳곳에서 찾

아볼 수 있지만, ‘정치적 자유’에 관한 언급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다수 인민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자율적 의식이나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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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95%가 헐벗고 굶주리며 문맹(文盲)인 사회에서 무슨 평등한 정치참여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저급한 단계의 사회에서 정치를 담당할 수 있는 계층은 우선 문자를 해독할 수 있고 지혜와 교양을 

습득한 소수 엘리트 계층일 것이다. 공자가 끊임없이 정치를 담당한 계층을 향하여 “자신을 닦아서 나머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라!”(修己以安人) 권고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 공자는 정치를 담당하는 

계층은 ‘자유의 향수자(享受者)’가 되기보다는 ‘의무의 담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수의 지배계층만이 

정치적 자유와 지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공자는 이러한 소수 특권층의 ‘자유’와 ‘권리’가 도덕적

으로 절제되어 다수 인민의 생존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는 바로잡는 일이다!”(政者, 正也)라

는 공자의 말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획득한다. 공자가 끊임없이 지배계층을 향하여 덕(德)

을 쌓을 것을 권고하고, 욕망을 절제하도록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 만약 공자가 헐벗고 굶주

리는 기층민을 향하여 욕망을 절제하라고 권고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보수⋅반동적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다수 인민들은 절제해야 할 만큼 넘쳐나는 욕망을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욕망의 절제는 언제

나 욕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요청된다. 헐벗고 굶주리는 다수 인민들에게는 ‘욕망의 절제’가 아니라 ‘최소 

욕망의 충족’ 즉 ‘민생의 보장’이 요청되는 것이다. 공자도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위민(爲民)과 민본(民本)을 

주장했지만, 공자의 계승자인 맹자도 마찬가지 다. 맹자는 “일정한 생업의 기반(恒産)이 없으면 항상된 마음

(恒心)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먼저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적 자유’를 언급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위하여 선결적으로 요청되는 일은 바로 지배계급의 절검과 

수신이라고 공자와 맹자는 본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자의 사상에 ‘표현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예(禮)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라”라는 공자의 말도 그렇지만, 공자는 지나치게 예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표현을 억압하 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앞서 왜 공자가 ‘예’를 강조했고, 당시 사회 속에서 왜 ‘예’의 회복이 요청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는 

위계적인 사회질서 속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간관계를 구별해주는 행위규범이다. 계급과 신분에 따라 각

기 합당한 ‘예’들이 있으며, 이러한 ‘예’를 무시하는 행위는 곧 참월(僭越)한 짓이 되고 만다. 공자가 노나라의 

부 계씨(季氏)를 비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 계씨는 노나라의 부 신분으로써 감히 천자(天子)

만이 향유할 수 있는 팔일무(八佾舞)를 자기 집 마당에서 연출하 으며,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태산(泰山) 

제사를 자기가 직접 행했다. 일개 제후국 부의 신분으로 감히 천자의 흉내를 낸 것이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공군 령이 통령 전용기를 훔쳐 타고 골프 치러 가는 일과 같다.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에도 월권행위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받을만하지만, 계급질서가 더욱 엄격했던 고 사회에서는 참월한 짓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공자가 ‘예’를 강조했던 이유는 사회적 역할과 직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짓기 위해서 다. 공자는 자기 

당시의 사회를 “예가 붕괴되고 악이 무너지는”(禮崩樂壞) “천하무도”(天下無道)의 상황으로 보았다. 당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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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는 단순히 매너나 에티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국과 제후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 

제후국과 왕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연방법, 그리고 국가의 국체와 통치이념을 규정하는 헌법의 의미를 지녔

다. 따라서 ‘예’가 붕괴되었다는 공자의 진단은 국가의 헌정질서가 붕괴되고 국제관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처했다는 현실인식을 반 한다. 이러한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자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한다.”(克己復禮)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국의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야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국제관

계를 조정하는 국제법적 질서가 준수되어야한다는 강렬한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공자

가 살았던 춘추시  241년 동안 모두 36명의 군주가 신하의 손에 피살당하고, 172개의 제후국 중 72개국이 

몰락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공자가 정명(正名)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임금이

면 임금답게, 신하면 신하답게”라는 공자의 정명사상은 사회적 직분과 역할의무를 강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준수한다는 일은 법질서를 바로잡는 일과 같으며, 이러한 일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이다.

저급한 생산력의 단계에서 지배계급의 ‘소유의 자유’는 억제되어야 공자가 ‘예’의 회복을 강조하는 기저에는 

정치 질서의 회복뿐 아니라 경제 질서의 회복에 한 염원이 깔려있다. ‘예’에서는 신분의 차등에 따라 소유와 

소비의 기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그 한 예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당(廟)을 세울 때,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 부는 3묘, 사(士)는 2묘를 세울 수 있었으며, 그 아래 계급은 자기 집안에 독립된 묘를 세울 

수 없었다. 사당 수에 한 제한과 아울러, 제사지내는 횟수 역시 신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천자는 

일제(日祭), 월향(月享), 시류(時類), 세사(歲祀)를 지내도록 규정하고, 제후는 일제(日祭) 없이 월향(月享)만 

드리도록 규정하며, 경⋅ 부는 월향 없이 시제(時祭)만 드릴 수 있었다. 또한 사(士)와 서인은 시제(時祭)를 

드릴 수 없었고 다만 세사(歲祀)만을 드릴 수 있었다. 제사에 사용되는 음악과 춤 역시 신분에 따라 제한이 

있었으며, 제사에 사용되는 제품(祭品)의 종류와 수량도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었다. 장례의 기간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 다. 뿐만 아니라 ‘예’에서는 주거의 규모나 귀금속의 패용, 마차의 장식이나 마차를 끄는 

말의 수, 가마꾼의 수, 그리고 심지어 의복의 색과 패용물까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예를 들어 상인)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서 주택의 규모와 마차, 의복, 

패용물을 ‘예’에 규정된 이상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교통 수단의 경우 오직 사 ⋅ 부 이상의 계급만 마차의 

사용과 기마(騎馬)가 허용되었으며, 서인과 상인 그리고 천민은 항상 보행을 하도록 규정되었다.

필자가 다녀본 중국 고 의 능(陵)에서는 시신을 개 세 겹의 관곽 속에 안치시킨다. 최고급의 목재와 석곽

(石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며, 시신과 함께 매장된 수많은 고가의 부장품들로 볼 

때 지배계급의 장례식에는 엄청난 재화가 소비되었을 것이다. 과연 서민이나 기층민들도 이렇게 고비용의 장

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 답은 물론 “아니다.” 당장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처지에 무슨 최고급 목관을 쓸 

수 있으며, 구하기도 힘든 석곽을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당장 땡볕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할 처지에 무슨 3년 동안이나 부모의 무덤 곁에서 슬퍼할 시간적 여유와 감정적 여가가 있었겠는가? 이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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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는 서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禮不下庶人)라는 ｢예기｣의 구절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많은 시

사점을 준다. 공자가 강조하는 ‘예’는 소유와 소비의 한계를 제한함으로써 특권계층의 과잉 소유와 과다 소비

를 제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예’에 따른 소비의 제한은 낙후한 생산력의 단계에서 특권계층의 무한한 탐욕을 억누르는 규범으로 기능했

으며, 사회전체에 분배의 조화와 평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가 평

등을 지향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안분자족’(安分自足) 혹은 ‘안분수기’(安分守己)라는 공자의 권고는 

지배계급의 월권행위에 한 비판의 의미와 아울러 과잉 소유와 과다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규범적 효력을 

지닌다.

몇 년 전 중국 하남성의 향촌 지역을 둘러보면서 그 지역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수준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우량이 형편없이 모자라는 메마른 땅에서 수많은 인구가 먹고 살려니 자연히 산을 개간하여 계

단식 밭을 일굴 수밖에 없었다. 해발 7-8백 미터나 되는 높은 산까지도 계단식으로 깎아서 밭을 만들고, 가뭄

과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옥수수나 을 재배하고 있었다. 우리가 휴일을 맞아 북한산에 올라 모처럼 땀을 흘리

고 뿌듯한 마음으로 맥주 한잔을 마실 시간에, 그곳의 농민들은 드럼통을 매단 수레에 물을 가득 채우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에 한번 작물에 물을 주고 내려오는 것이 일과 다. 그들이 사는 집이란 황토 산에 구멍을 

뚫어 만든 ‘야오뚱’(凹洞)이라는 주택이었다. 주인의 허락을 얻어 토굴의 내부에 들어가 보니 방 두어 칸에, 

살림살이라고는 냄비 몇 개와 젓가락 몇 벌이 전부 다. 남루한 의복에 콧물을 흘리며 몰려든 동네 아이들에

게 사탕을 나누어주니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이 마치 6⋅25때 미군 트럭을 쫓아가며 손을 벌리던 우리의 옛 

모습을 보는 것같았다. 개혁 개방을 통하여 먹고살 만하게 나아진 상태가 고작 이 정도이니, 지금으로부터 

2천5백 년 전의 농촌은 과연 어떠했을까?

공자는 ‘누구의 자유’를 위해 분투했는가?

다른 텍스트를 읽을 때도 그렇지만, ｢논어｣를 읽을 때 우리는 “저자가 누구를 향하여 발언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저자가 목표로 하는 청중을 잘못 파악한다면 텍스트는 한 순간에 정반

의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극기복례”라는 구절을 제후가 아닌 인민을 향해 발언한 것으로 파

악한다면, 공자의 사상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인민을 억압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만약 이 구절이 탐욕

에 가득찬 제후들을 향한 발언으로 읽는다면 공자는 민중의 생존을 걱정했던 위 한 사상가가 되는 것이다.

과연 공자는 누구의 자유를 위해 발언했는가? 중국의 문화 혁명 시기에 나온 부분의 철학사에서는 공자

의 사상이 ‘노예 소유주’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공자의 학문은 지배계급의 편에 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술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공자의 사상은 당시의 포악한 군주들을 교화시켜 ‘덕스러운 통치’(德
治)를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자 사상 체계에서 백성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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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로 인식되고 있다. 유가의 경전인 ｢서경｣에서도 좋은 정치란 “마치 엄마가 어린애기 돌보듯 하는 정치”(如
保赤子)라고 쓰여 있다. ｢논어｣나 ｢서경｣의 주안점은 ‘덕치’에 있지 민주주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공자

에 한 비판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17세기 국의 정치철학자 홉스는 군주를 목자(牧者)에 비유하고 시민을 양에 비유한다.

근 의 문턱에 접어든 17세기 국에서도 시민이 양에 비유되는데, 홉스보다 무려 1천2백년 전의 사람인 

공자가 백성을 양에 비유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무엇인가? 인구의 다수가 문맹이고 열악한 경제 조건아

래.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덕이 있는 군주가 나서서 “엄마가 아기 보살피듯” 이끌고 나가는 일이 그렇게도 보수

⋅반동적일까? ｢성경｣이나 찬송가의 구절에서도 예수를 ‘착한 목자’라고 칭송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예수라는 절 적 존재 앞에서 인간이 양으로 취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마가 아기를 향해 “아이고!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며 토닥여주는 일을 반민주적이

라고 하지 않는다. 자율적 생존 능력이 없는 가냘픈 생명은 보호의 상이지 엄마와 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
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자가 군주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공자의 ‘인’
(仁)은 “인민을 사랑하는 일”(愛人)이다. 공자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기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무자비한 형벌

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가혹한 세금과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려고 하면 백성들은 빠져나가려고 할 뿐, 수치심을 잃게 된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한다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될 것이다.”(｢논어｣ 위정｣).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 역시 백성들에게 항심(恒心)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항산(恒産)부터 보장해줄 것

을 주장한다. ‘항산’ 없이도 ‘항심’을 기 할 수 있는 계층은 사(士) 계급 이상이라고 본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기 어렵다. 몇 달 며칠씩 굶주리다가 음식을 보면 체면불구하고 달려드는 것이 

인간의 공통적적인 모습이다. 다만 평소에 남다른 지위와 교양을 누렸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을 

차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사’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나 일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당장 생존하는 일이 급박하지 체면이나 수치심은 교양인의 사치스런 가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정치를 이룩하려면 먼저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백성들을 문화인으로 만들려면 그들

의 민생고부터 해결해주라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공자의 이런 사상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문화 혁명 시기 중국철학자들의 해석처럼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다. 공자의 사상은 군주와 인민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공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서’(恕)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는 문자적으로 “같음”의 의미하는 ‘여’(如)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심’(心)자가 합쳐서 이루어져 있다. 남을 할 때 상 방의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배려해야 한다

는 뜻이다. 공자는 ‘서’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내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서게 해주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먼저 남부터 도달하게 해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의 소극적인 표현으로 “내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면 나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러한 ‘서’의 덕목은 ‘호혜성의 원리’(reciprocity)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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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공자는 군주의 이익만 변하고자 한 극우 보수⋅반동도 아니며, 민중의 이익만 변하고자 

한 급진 좌파도 아니라고 보인다. 공자는 군주와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화의 정치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공자는 군주들에게 수신을 통하여 덕성을 연마하라고 권고하고, 민중을 위해서

는 폭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존의 자유’를 말한 것이다. 공자가 군주들에게 권고하는 ‘자기 성찰’과 

‘덕성의 연마’는 ‘적극적 자유’ 혹은 ‘도덕적 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가 민중들에게 보장해주고자 하는 ‘생
존의 자유’는 현  입헌 민주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자가 “백성을 때에 맞게 부려라.”(使民以時)라고 군주들에게 당부하는 일은 ‘부당한 강제노역으로부터

의 자유’에 해당한다. 또한 형벌이나 가혹한 처벌보다는 ‘덕’에 의해 다스리라고 당부하는 일은 ‘생명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절도행위를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는 초나라 사람의 주장에 반 한 것은 ‘직계 존속에 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출신에 관계없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

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또한 민중이 굶주리지 않도록 ‘인정’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기본권인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공자보다 조금 뒤의 맹자는 매우 급진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자에 항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저항권’까지도 인정하고자 했다. 비록 공자 사상에는 현  자유주의 

사회만큼 다양한 자유들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살았던 시 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 언급할 수 있는 자유는 거의 다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는 우리 시 의 ‘자유’에 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공자가 자기 시  인민들을 위해 설파했던 ‘생존의 자유’는 근 에 들어 서양에서 먼저 쟁취되었다. 자유주

의는 인간을 종교적 구속과 정치적 압박 그리고 봉건도덕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킨 공로가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기 보존의 의무’를 자연법적 권리로 정당화했다는데 시 적 의의가 

있다. ‘자기 보존’의 능력은 ‘자기 소유권’(suum)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해지며, ‘자기 소유권’으로부터 ‘생명에 

관한 권리’ ‘신체에 관한 권리’ ‘자유에 관한 권리’가 파생되고, 이러한 제반 권리로부터 다시 ‘재산 소유권’이 

도출된다. 이렇게 생명 ⋅ 신체 ⋅ 자유 ⋅ 재산에 관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근 인은 비로소 

‘자기 보존’의 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공자가 그토록 자기 시 의 군주들을 향하여 설파했던 ‘생존의 자

유’가 그가 죽은지 2천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근  서양에서 먼저 실현된 것이다.

그러면 공자는 현  사회의 ‘자유’에 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공자는 자기가 그토록 염원하던 ‘생존의 

자유’가 (형식적으로나마) 보장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크게 기뻐해 할 것이다. ‘생명권’이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  사회의 순장과 같은 잔혹한 악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신체권’이 보장됨으

로 말미암아 절 권력에 의한 가혹한 형벌과 고문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으며, ‘재산권’이 보장됨으로 말미암

아 노동의 결과물을 자기의 소유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공자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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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부조리의 진상을 파악한다면 곧 실망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소유

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위협받는 민중의 생존권,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조장되는 민족 갈등과 지역감정, 

그리고 ‘자유 수호’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탄압과 테러 등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는 일탈적 현상

들이다. 공자가 만약 이 시 에 살았더라면 그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억압과 불평등 그리고 

탐욕과 방종을 교정하기 위해 또 다시 천하를 주유(周遊)하러 나설지도 모른다.

‘자유’와 관련하여 공자가 자기 시 에 노력했던 일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소수 지배계급만이 누릴 수 있던 ‘특권적 자유’를 도덕적으로 정화시켜 덕스러운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요

구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공자는 지배계급에게 ‘자기 성찰’과 ‘자기 절제’에 기반한 ‘덕치’를 요구했다. 이미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특권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항목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성찰’과 ‘약자에 한 배려’라고 본 것이다. 공자의 지배계급에 한 이러한 요구는 자연히 민중

을 위해 ‘생존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과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자유관은 초계급적이거나 탈계급적이

지 않다. 그는 상이한 계급들에게 각기 요청되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 강조하 던 

것이다.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는 “～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된다. ‘부당한 권력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노동의 결과물을 착취당하지 않을 자유’ 등은 공자

가 기층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옹호했던 것들이다. 이와 다르게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을 향한 자유”이다. ‘적극적 자유’는 외적인 속박(external constraints)보다는 내적인 속박(internal 

constraint)의 제거에 초점을 맞춘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라는 공자의 말은 

바로 ‘자기완성’을 향한 ‘적극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미 넘쳐날 정도로 권력과 재물을 향유하고 

있던 당시의 지배계급을 향해서 ‘자기 성찰’과 ‘자기 완성’을 향한 ‘적극적 자유’를 권고했던 것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공자는 생존을 위협받는 기층민을 위해서는 소극적 자유를, 그리고 넘쳐나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던 

지배계급에게는 적극적 자유를 권고했던 것이다.

공자의 ‘자유’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인다. 비록 공자가 살았던 시 보다 

정도야 덜하겠지만, 오늘의 지배계급은 공자 시 의 특권계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족(一族)과 사당(私黨)

의 이익만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욕과 물욕으로 찌든 

오늘의 지배계급에게는 ‘자기 성찰’과 ‘자기 절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 완성’을 향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

렵다. 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술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 칠십이 되어서는 하고 싶은 바를 다 좇아도 

‘구’(矩)에 어긋남이 없었다.”(從心所欲不踰矩). 여기서 ‘구’(矩)는 무슨 뜻인가? ‘구’는 원래 나무를 깎아 물건

을 만들 때 척도로 사용하던 ‘제방지기’(制方之器)를 의미한다. ‘구’는 직선과 각도를 재는 ‘척도’의 의미에서 

추상화되어 법도(法度)나 도의(道義)를 의미하게 되었고, 후에 성리학자들의 재해석을 거쳐 천리(天理)나 천칙

(天則)과 같은 보편적 윤리원칙을 가리키게 되었다. “하고 싶은 바를 다 좇아도 도의와 천리에 어긋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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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일생동안 이상으로 삼았고 만년에 들어 도달했던 자유의 경지 다. 이러한 

 자유는 외적 속박이나 물리적 간섭에서 해방된 상태일 뿐 아니라, 내면적 속박이나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

난 완인(完人)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지는 단순히 소극적 자유만 쟁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이러한 경지는 소극적 자유와 더불어 적극적 자유까지 확보되어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라고 보인다.

근  초기에 왕권과 특권 귀족에 항해서 ‘자유’를 부르짖었던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오늘날 또 다른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원래 사회적 약자 던 부르주아 계급은 이제 봉건 귀족을 타도하고 새로운 강자의 

지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무한한 소유권과 리추구의 자유는 새로운 지배계급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는 

이념적 방패막이가 되었다. 이들의 ‘소유의 자유’와 ‘ 리추구의 자유’를 위하여 민중의 ‘생존의 자유’는 억압당

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자유’가 억압당하고, 소수의 자유를 위하여 다수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현실. 이 모든 부조리는 아름답게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 자유라는 이름아래 절실하게 자유를 필

요로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억압된다면, 이제 ‘자유’라는 단어는 그 효용가치를 상실해버렸는지도 모른다. 만

약 공자가 이 시 에 살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위해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아마도 그는 빛바랜 ‘자유’라는 

단어 신 ‘덕’이라는 단어를 추천할지도 모른다. 마치 그가 자기 시 의 지배계급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에필로그: 죽음을 성찰하며 우리는 무덤을 두려워한다. 될 수 있으면 무덤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

진 곳에 두고자 한다. 자기에게도 닥쳐올 죽음을 미리 보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덤을 보아야만 우리

는 죽음을 예비할 수 있다. 그리고 무덤을 보아야만 삶의 의미에 해서 반성할 수 있다. 무덤을 우리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자 하는 마음은 비겁한 것이다. 무덤이 곁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 불교의 수행법 가운데는 백골관(白骨觀)이라는 관법이 있다. 죽은 자의 백골을 바라보면

서 삶의 무상함과 존재의 의미를 체득하려는 노력이다. 불교에는 또한 부정관(不淨觀)이라는 수행법도 있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의 본래 모습이며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고 체인하는 수행

법이다. 우리는 죽음을 보아야만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186명의 산사람과 함께 수많은 보화를 껴안고 

땅속으로 사라진 진 경공은 과연 저승에서도 부귀 화를 누리고 있을까? 그리고 1만여 명의 산목숨을 거느리

고 저승으로 행차한 진시황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그러나 그들의 무덤에서 정작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야수성과 잔혹함일 뿐이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켰던 

범죄인들⋅⋅⋅. 권력과 재화는 움켜잡았지만 진정 내면의 노예상태로부터는 자유롭지는 못했던 어리석은 사

람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우리의 무덤 속에서 무

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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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유가사상에 명멸했던 대동민주주의: 급진적 회상>에 대한 토론문

안외순(토론) -한서 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1. 주지하다시피, 理念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 등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지배적 사유체계라

면 政體로서의 민주주의는 인민의 정치참여, 곧 주권의 인민적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주

의 분야에 있어서 현  한국정치학계의 표학자의 한 분이신  강정인 교수님의 발표논문은 바로 이 후자, 

곧 정체로서의 민주주의가 고  중국정치에서 존재했었고, 그것은 ‘ 동민주주의’로 명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은 ‘위 한 조화(great harmony)’와 ‘위 한 합의(great consensus)’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이러한 

전통적, 지적 유산이 곧 조선후기 다산의 ｢원목(原牧)｣과 ｢탕론(湯論)｣ 등에 나타났다는 관점입니다.

2.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수님의 학문적 성실성과 치열성을 뵈면서 늘 존경심을 갖고 있는 후학인 저로서

는 이번에도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많은 깨우침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서양의 문명사를 넘나

들면서 상호 교차인식을 통해 인류보편의 문명사적/지성사적 유산을 탐사하시는 부분은 서구중심주의에 심히 

경도된 한국사회과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에게 토론자의 역할이 주어졌

기에 부득이 배운 바보다는 교수님의 ‘ 동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해석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요->순->우 선양식’ 정권형성 과정과 민주주의? 

: 서경에 기술된 선양과정에 해, 교수님께서는 ‘인민의 참정권이 실행된 형태’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 제가 보기에는, 최고정치가의 적임자 여부의 중요성과 그 선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요가 순을, 

순이 우를 선택하는 선양과정은 궁극적으로 차기 최고통치자의 결정이 卿士들이나 庶民에 의해서가 아니라 

聖君인 군주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참정권의 실례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라는 점입니다. 요컨  경사들은 요의 아들이나 순의 아들 등을 추천했지만 성군인 요, 순 등이 민심을 듣거나 

읽고 차기 최고권력의 적임자를 찾아내고 결정하 다는 내용은 세상의 진리를 가장 잘 아는 일종의 철인왕인 

聖君의 존재가 오직 공공선에 입각하여 자기와 같은 차기 성군을 인지하고 추천/지명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

나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리더는 사심 없이 차기 최고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계승시켜야 한다는 역사

적 교훈에 관한 것이지, 구성원의 모두 내지는 다수가 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정과는 상이한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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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교식 정책결정 과정과 민주주의?

4-1) 맹자식 정책결정 과정에 한 해석 문제

: 맹자의 정책결정에 한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공

화정적 민주정적 성격으로 이해하신 부분 역시 그 내용을 보면 ‘1) 좌우관료의 뜻 + 2) 모든 국인’의 뜻을 확인

한 후에 ‘3) 군주 스스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선택이 최선인지를 확인한 후 최종결정을 내리라’는 것으로, 사실

상 민주주의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이를 넘어서는 방식,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원리를 포괄하면서도 이를 넘

어 최종지도자에게 ‘강한 책임(/무)성’을 묻는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역시 다수 혹은 피치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민주정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2) 서경 <홍범> ‘稽疑’식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서경 <홍범>편의 인용하신 제7조의 내용은 제목 그 로 ‘稽疑’로서, ‘盡人事待天命’의 맥락에서 제시된 내

용입니다. 요컨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판단에 따라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사안, 

곧 ‘전쟁’ 등의 戰亂을 수행하거나 ‘홍수’ 등의 天災의 문제에 응하는 제사 등의 사안에 해, 결과는 알기어

려우면서도 그 결과가 미치는 향력은 막 하다는 점에서 각 계층의 사람의 지혜는 물론 운의 역인 점괘까

지 묻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바는 그 방점이 ‘ 동’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 

불일치가 일어날 때 그 의결방식을 동일한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이어지는 부분들에서 보이

듯이 사람과 점괘가 불일치 할 때, 사람 사이에 불일치할 때 등등. 나아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의사보다 

거북점의 비중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성격 등은 이런 사안은 가능한 한 채택을 삼가

라는 데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동식의 민주정의 정책결정 원리를 강조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저의 이해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예기의 ‘ 동’론과 민주주의의 관계?

: 이는 보다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위 한 조화’의 성격만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만

으로는 민주정과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 이해로는 이는 정체적 요소보다는-그 정체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정체가 추구해야 할 성격, 곧 公的 성격, 예기식으로 말하면 ‘天下爲公’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공동체의 존재이유, 곧 공공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에서 

보듯이 군주정이든 귀족정이든 공화정이든 관계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타락한 전제정, 과두정, 중우정이 

아니라면. 예기의 동사회론의 서술은 정체에 관한 논의보다는 정치사회의 이상적인 상태를 서술하는데서 

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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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교, 고정된 정체관? 

: 교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맹자의 <만장>에 나타탄 이상적인 유교적 정권형성 과정에 한 설명은, 제가 보

기에, 고정된 政體 관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 서술의 예라고 보입니다. 맹자에 따르면, 

요, 순, 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선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문명수준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고, 우부터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세습왕조가 된 것 역시 문명이 달라져서 그에 따라 민심에 그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일종의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보다 조직이 커진 고 (부족)왕조로 거 해진 조직

으로의 변모에 그에 따른 합리적 통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를 확장하면 구성원의 양적/

질적 생활에 변화가 오면 최고 주권자의 선출 내지 계승문제는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논리라는 점입니다. 바

로 이점 때문에 근 시기 청의 강유위, 조선의 유길준 등이 일종의 ‘유교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지금까지의 제 질문이 유효하다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고  유교문화권의 정체를 민주정으로 이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혹여 ‘모든 정체의 보편적 이상은 민주정’이라고 여기시는데 기인한 것이 아닐지, 또 그렇

다면 이 역시 교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서구중심주의의 한 측면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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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민본개념과 민주주의와의 이질성 탐구｣에 대한 논평

박홍규(토론) -고려 학교 정치외교과 교수

이 글은 민주주의와 민본사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민본사상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한 단순 보완물이 아닌 체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현  세계에서 유교적 인문가치를 찾아

보고자 하는 이 포럼에 부합하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제 로 성취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글의 부분이 민본과 민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어, 정작 이 글을 통해 담아보고자 했던 

민주주의에 한 체물로서의 가능성에 한 서술이 매우 적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 

모색은 선언적 주장에 그친 아쉬움이 남는다. 이하 논평에서는 이 글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필자는 민주주의가 유일한 정치제도는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그 자체로서는 해

결할 수 없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체할 독자적인 길을 

맹자의 민본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필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현실의 민

주주의의 모습은 물론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또한 민본으로 체되어야 할 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논평자

는 현실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이념에 접근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

다. 또한 이념으로써의 민본과 현실의 민본도 구별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필자는 “민본과 민주가 매우 이질적인 관념이며 정치사상적으로 전혀 다른 비교 상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

은 거의 없다. 극히 일부 문헌만 두 관념의 차이에 천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 데, 이러한 서술을 접하여 논평

자는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논평자를 포함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민본과 민주가 이질적인 관념이며 정치사

상적으로 전혀 다른 비교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논평자가 학생들의 기말 레포트를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체적으로 민본과 민주가 다름을 말하고 있다. 민본과 민주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가

까운 점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민을 설명하면서 “고 의 민”과 “전통시 의 민”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자유롭고 재산권을 가진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 고 의 민과 전통시 의 민은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유롭고 재산권을 가진 존재는 관념상의 민인가 실재의 민이었는가? 고려와 조선시 의 민들도 

과연 그러했는가?

필자는 맹자의 민본을 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소극적” “피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민심을 잃으면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맹자의 주장이 “그저 백성들이 싫어

하는 바를 하지 말라는 군주에 한 소극적 요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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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국 맹자가 생각하는 민본은 …그저 군주의 은덕에 공감하며 즐거워하는 피동적인 상태이다.” 이러

한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민본사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가?

필자는 “군주정치는 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맹자의 민본은 …민에게 자신이 

최고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최고통치자를 결정지을 권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서술한다. 

민주의의에서의 의무와 권리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를 민본

사상의 틀에서 본다면 달라질 수 있다. “君臣有義”를 가지고 보자. 군은 臣(民)에게 義로써 해야 한다는 의무

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臣(民)은 군주로부터 義로써 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달리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군주정치는 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서술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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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유교의 가치

도날드 베이커 (Donald Baker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학교)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겪은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한국 전통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나는 지난 19세

기부터 중들 사이에서 유교가 얼마나 많이 쇠락하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적인 과거시험도 

더 이상 실시되지 않으며 유교적인 미학원리도 이제 더 이상 상류사회 예술이나 문학을 지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내리는 정치경제적 결정도 이제 더 이상 유교에 기초하지 않는다. ‘향교’는 이제 더 

이상 지역사회의 중심이 아니며 ‘서원’도 미래 엘리트를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군인들과 사업가들은 

유교가 팽배하던 시 에 비해 훨씬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도 유교에서 허락되던 것보다 직

업선택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 보다 가시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상 21세기에서 이제 2010년 를 

살면서 유교는 전통 의식의 재현과 수사법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이제 더 이상 현 적인 의의를 갖지 못하며 이런 민주화된 산업화 시 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고 의 지혜의 원천이었던 유교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유교가 현 적 의의를 갖추게 된다면 일종의 살아있는 유교사상으로서 과거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시 라는 정원에서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배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윤리에 해 살펴보자. 본래의 유교의 핵심을 구성하는 윤리적 가정은 사람들이 작은 지

역사회에 살고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가능했던 훨씬 간단한 시 의 산물이다. 우리는 지금 인구 도가 높은 주거지역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 통신 및 교통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상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상호작용 능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범위의 상호작용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유교사상의 윤리적 생각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다면 인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유교

적 도덕 규칙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집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관계

를 맺는 수많은 상호작용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경쟁하여 상호 파괴적 결과를 낳기보다는 

상호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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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는 다른 철학적 혹은 종교적 전통과 비교했을 때 인간 사이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원칙에 더 주안

점을 두었기 때문에 유교는 동시 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때 일종의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인간이 관계와 상호작용이라는 특별한 세트로 정의되기 때문에 인류가 또한 개별적 

인간이라는 현 적 인식과 함께 인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와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하는 역할로 정의되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유교적 인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성실한 시민, 효심이 강한 

아이, 사랑하는 배우자, 서로 지지해 주는 형제자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해 보다 고차원적인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한 폭발적인 직업 선택의 기회가 과거 성별 기반의 노동력 구분기

준이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급속한 기술

변화의 속도로 인해 장년층에게 결정을 맡기도록 하는 젊은이들에 한 전통적 요구가 바뀌면서 장년층이 청

년층에게 배워야 하는 시 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매우 정보화된 시민들로 구성

된 새로운 시 를 맞아 정부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온정주의적인 것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환 하고 국가의 세력과 개인의 니즈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여 참

여적이고 존경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유교에는 과거 수세기에 걸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다 조화롭게 보

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이 다시 한 번 맡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야망과는 다소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유교적인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서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교는 이제 더 이상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남성에게만 정책

결정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이제 성인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삶에 향을 미치는 결정에 다소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즉 전통적으로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정의된 미덕과 리더십 간 전통적 관련성을 

분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기치인(修己治人, 도덕성을 육성함으로써 적절한 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하여 다스

린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중 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 현 적 세상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부패하지 않는 정도의 도덕성을 기 할 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길 바란다거나 혹은 선거에서 우리의 표를 얻기 위해 자기수양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

여주길 기 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도덕성을 설파하던 마지막 시기로 기억하는 것은 1970년 다. 그 당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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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통령인 박근혜가 아버지인 전 통령 박정희의 끈질긴 요구에 충, 효, 예라는 “한국의 전통적 미덕”을 

소생시키고자 운동을 주도했다. 이 운동은 “새정신운동”이라 불렸으며 한국인들이 모두 협력하여 현 적 한국 

경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새마을운동에 필적하는 문화운동으로 운 되었다. 그녀는 한국 곳곳을 다니며 한국

인들이 그들을 둘러싼 물질만능적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미덕에 해 연설했다. 그녀는 “새정신운동”을 전통적인 ‘충’ 및 ‘효’의 미덕을 꽃피우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 충성심을 증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그들이 다스리는 국민이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의 나라에서 효심은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여겨지

는 경우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정신운동에서 충성심과 마찬가지 규모로 효심을 강조했다는 사실에서 우

리는 유교적인 도덕 수사법이 1970년 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공명하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정부에서 

통치를 받는 자들의 도덕성을 증진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을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겨우 40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박근혜 통령조차도 그 당시를 “모두가 ‘효’를 실천하는 

사회는 인정이 넘치는 인간의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유익한 사회”라고 언급하듯이 오늘날 진지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그려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효’는 생생한 인간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완전

한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미덕을 습득하는 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2) 오늘날에는 주요 정치인사가 

‘예’의 중요성을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러나 박 통령은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녀는 “나는 ‘충’과 ‘효’의 

정신이 승화되어 완성됨으로써 한국이 다시 한 번 동방예의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3) 

그녀가 전통적인 유교 기반의 미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그녀는 “자조, 

성실 및 협동”이 한국이 빈곤에서 급속하게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제 정신적 

성숙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충’과 ‘효’에 기초하는 새로운 정신(새정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4) 1970년 에나 먹히는 정치적 수사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잠재적 유권자들, 특히 젊은 유권자들

의 귀에는 다소 구태의연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수사학적 관련성을 상실했을 수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비정치적 구역에서는 유교

가 여전히 현 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유교가 무엇보다도 인간 사이의 행동에 한 윤리적 철학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사는 도시의 인구 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사람들과 과거보다 상호

1) 박근혜, 새정신운동(서울, 내외경제신문 및 코리아헤럴드, 1979), 15

2) 박, 22

3) 박, 28

4) 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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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침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유교에서 정의한 도덕성이라는 것이 인류와 그 위의 신 사이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

도 없음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유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초연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유교는 기독교도 불교도 아니다. 유교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현실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 

중심의 사회 철학이다. 예를 들어 다산 정약용이 도덕적 행동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자.

그것을 하늘에서 신의 길과 함께 내려준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을 모은다면 우리는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는 것이다. 행동에 인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미덕’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인성만으로는 미덕을 구성할 수 없다. 미덕은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친척으로 해야 한다. 즉 효심과 우애를 바탕으로 하는 존경에 따른 행위를 의미한

다. 요제왕이 보여준 비범한 미덕은 효심과 우애가 깃든 존경에 따라 행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부모에 

효를 다하고 형제들을 존중했다. 그 결과 그의 높은 미덕이 밝게 빛나고 9개의 모든 야만족들도 그들이 그의 

친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었다.

행복하고 조화로운 가족이 있어 조상 모두에게 예를 갖춘다면 그런 조화로운 마음이 9개의 야만족들조차도 

포용한 효심과 우애가 깃든 존경의 토 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밝게 빛나는 미덕”이라 불리는 것이다.5)

표준적 유교에서 효심을 강조한 것에 주목하라. 유생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

선적으로 배움으로써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운다고 가정했다. 우리가 마주치

는 우리 가족 내에서 그들과 적절하게 교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

에게 단순히 효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오늘날 효성이 지극한 어린 아이에서 어른

으로 커나가는 것은 과거 남자 아이들이 부모와 같은 마을에 살던 시 에 의미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요즘

은 어른이 되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도록 하는 의무는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수명은 더 길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부모가 죽을 때까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을 종종 의미한다. 게다가 

5) 정약용, “유안덕”[미덕의 본래 의미], 여유당전서 I: 10: 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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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진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병든 부모를 모두 돌봐야 하는 중년의 

샌드위치 세 가 있다.

유교는 우리에게 나이든 부모를 모셔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어렸고 그들은 보다 건강했을 때 우리를 

기른 부모의 은덕에 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부모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런 감사를 보다 명백하게 표현

하도록 권장하는 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통적 의식의 변화도 물론 필요하다. 사실상, 그런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환갑(회갑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신, 이제 주요한 이정

표로 여겨지는 것은 칠순잔치(고희연)다. 게다가 오늘날 부모를 관광 보내는 자녀들의 풍습은 부모에 한 감

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전통적 방법에도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부모에 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의식은 사실상 그런 마음을 보다 장려하고 그럼으로써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과거 표현된 

방식의 효심과는 다를지라도.

유교의 다른 측면은 현  사회에서 환  받지 못한다. 유교에서 가장 신랄한 비난의 상이 되는 것들 중 

하나는 여성을 하는 방식이다. 한국 여성들은 발을 묶어서 불구가 되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중국 여성들보

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류층 여성들의 경우에도 부분의 낮 시간은 집 안에 있도록 되어 있었

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형제들이 받는 것과 같은 정식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는 

아마도 집안일에서 많은 권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류층 가문 출신이더라도 그들의 남편은 하루 중 

부분의 시간을 밖에 나가 있거나 혹은 집안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동성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 철학, 정치

에 해 공부하거나 토론하면서 남자들의 구역에서 바쁘게 지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집안 하인들과 노예들을 

다스리는 것을 비롯해 집안 소사는 여자들의 차지가 되었다.

즉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런 여성 차별은 이제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노동력 구분은 현  사회에서는 용인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유교가 우리에게 21세기에 남녀 사이, 특히 부부 사이에 한 조언을 전혀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목적

을 위해 진정한 유교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과거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지배하고자 유교에서 지향했던 특정

의 규칙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책에서 남녀에 한 유교적 관점에 나타난 변화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의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산 정약용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점에 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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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나는 길가에서 식당을 운 하는 한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나에게 “책을 많이 읽었으니 

나에게 뭘 좀 설명해 다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족 구성에 기여하기는 하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이냐? 옛 현인들의 말씀에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더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왜 자녀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냐? 왜 아버지들은 어머니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친척들은 가족의 일부로 여겨지는데 왜 어머니의 친척들은 모두 

제3자로 여겨지는 것이냐? 이 모두가 너무나 부당하다!”
 

나는 답했다. “아버지야말로 제 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옛 현인들이 아버지에게 우선

권을 부여하는 이유다. 어머니도 역시 기여하나 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한 사람으

로서 아버지의 기여가 더 중요하다.”

할머니가 답했다. “네가 이 모두를 잘못 알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다. 식물이나 나무가 존재하게 

되는 방법을 관찰해 보라. 아버지는 씨와 같다. 어머니는 씨를 뿌리는 비옥한 땅과 같다. 이 씨는 땅에 뿌려질 

때 매우 작다. 그러나 물과 다른 양분을 땅에서 흡수하면서 성체의 식물이나 나무로 자라난다. 이것이 바로 

밤이 밤나무가 되는 과정이요 쌀알이 벼가 되는 과정이다. 땅에서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이렇게 작은 씨앗들

이 커다란 나무나 식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옛 현인들은 오래 전에 의식과 예절에 한 규칙을 고안하면

서 이런 간단한 생물학적인 사실을 인지했어야 했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한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나는 그녀의 관점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늙은 할머니와 같이 나이든 쌀 판매상 주인이 너무나 미묘한 철학적 측면을 간파하리라고 

누가 기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6)

물론 여성들이 다음 세 의 인류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다산 정약용으로 

하여금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이야기는 모든 인

간이 맡은 역할이 있고 그러한 모든 역할이 우리가 의존하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유교

적 인식이 유교의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편향을 극복하고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수많은 방식들에 해 보다 

큰 존경심을 보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역할로 구성되었던 과거 전통적인 계층적 

관념이 제거되면 여성들에 한 보완적 역할에 한 유교적 관념은 모든 인간이 사회에 한 기여 방식을 불문

하고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여성들에 한 인식을 뒷받침

6) 정약용, 여유당전서 I, 20: 19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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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보완적 역할에 한 관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를 생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회는 유교에서 말하는 사회의 본질적 잠재력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유교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타인에 해서도 그들이 

하는 역할에 해 존경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을 이러한 역할에 국한시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신, 우리는 사람들이 타인의 적절한 역할 이행을 방해하여 사회에서 중 한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주어진 시간에 그들에게 잘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들에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받아 마땅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근  이전의 유교 관련 서적에 항상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유교는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한 인간

으로 존중하라고 설파한다. 이는 같은 성별의 인간뿐만 아니라 성별이 다른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또한 

교육, 상업, 정치, 정부, 서비스업 혹은 군 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직업보다 더 혹은 

덜 존경 받는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정규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유교 원리를 종교적 주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천도교가 행한 것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작은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주장이 실제로는 모든 인간이 우주의 운 을 유지하는 창조적 힘에 참여하여 이 힘을 구현한다는 ‘중
용’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유교적 가정에 담긴 함축적 의미임을 인정해야 한다. 청교도에서는 그것을 

본원적 에너지인 ‘기’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그 근원적 생각은 동일하다. 즉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

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우주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각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7)

보완적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이 이러한 전통적인 계층적 함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원불교의 윤리적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명칭과 불교 철학에 기초를 두는 것에도 불구하고 원불

교는 불교보다는 유교에 가까운 윤리를 지향한다. 원불교 윤리의 핵심에는 사은(four graces)이 있다. 즉 부

모, 인류, 자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제도가 없었다면 인간으로서 완성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불교에서는 우리가 가족, 지역사회, 국가, 모든 인

7) Tu Wei-mign, “근  서양의 계몽정신과 유교와의 조우,” Oriens-extremes 49(2010), 275-76, 유교에서는 신은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신과 인간이 우주를 공동 창조한 것 이상의 범위까지 인간도 이러한 신적인 창조의 힘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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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환경에 해 최선을 다해 기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런 상호의존

성과 공익정신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알기 위해 반드시 원불교 신자가 될 필요는 없다. 모두가 채택하고 따른

다면 유교에서 매우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나 나은 세상, 조화로운 협력에 따라 운 되는 세상으로 변

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교가 현  사회에 한 가장 중요한 기여는 우리가 서로 동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하

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류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는 점이다. 사실상, 인간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존재와 동떨어진다면 우리는 인류를 구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다른 인간의 자식이 아니

라면 어떻게 인류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류의 한 구성원

이 될 수 있는가? 은둔자조차도 그렇다. 은둔자들도 그들의 삶의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보

내기 때문에 요즘엔 은둔자가 거의 없다!

수세기 동안 유지된 유교는 우리가 정치, 사회 및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특히 세부적으로 정해 준다. 과거 유교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

는지에 해 제공한 세부적인 조언들 중 일부가 현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주위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에서 사회적 계층 내에서 모두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하는 것이 

파시즘적 수사학과 맥을 같이하며 국수주의적 독재 혹은 심지어 오늘날 북한에서 볼 수 있는 공산주의 독재 

종류(이는 유교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교적이다)를 정당화하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유교란 상호작용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우주라는 네트워크 

내에서 자기만의 위치를 차지한 각각의 개별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유교에서 

권위주의적 정치 이념의 봉기를 자극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유교는 여전히 과거에 그랬던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전제주의적 통치를 지지하고 엄격하게 계층화된 사회 내에서 모두에게 할당된 역할(名分, 명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우리는 또한 유교에서 본질적으로 개인보다는 커뮤니티의 정체성에 더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것으로 보이는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예. 조선시  서자

와 백정에 한 차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종, 종교, 소수민족에 한 차별 등). 그리고 그러한 소속 지향

성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과거 단순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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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유교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사다리에서 윗사람에

게 순종해야 한다는 요구에 중점을 두는 신 유교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원불교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

되는  윗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회  즉 가족, 이웃, 준수해야 하는 법과 규칙, 그리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속에서 존재하면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라는 요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원불교는 사

은(four graces)이라는 윤리를 구축하면서 실질적으로 유교에서 우리 모두가 상호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주위의 자연과 우리가 완전한 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완전한 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유교의 가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교가 우리에게 사회에서 모든 개개인의 역할의 중요성에 한 통찰력을 얻고 그것을 천도교와 원불교의 

종교적 표현에서와 같은 아이디어를 지닌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인간을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하나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인간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삼강,’ 즉 군주-신하, 아버지-아들, 남편-아내라는 세 가지 주요한 도덕적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한 질문을 제기한다. 현  사회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유교의 미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상의하달 방식의 권위주의적인 유교의 면모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의 상호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주-신하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복종

을 요구하기보다는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이끌어가는 삶을 개선하고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동참하도록 집중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게다가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신 우리는 아버지들에게 아들과 딸이 어린 시절 그들

을 잘 이끎으로써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및 심리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반면, 아들과 딸은 부모를 (맹목적 순종이 아닌) 존경으로 하

고 부모가 연로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돌봐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행한 것들에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21세기에 아들과 딸에게 무조건적으로 부모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어쨌거나 효용성 없는 명분이 되었

다. 갤럽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1984년 47.8%의 한국인들이 아들과 딸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부모

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거의 같은 비율인 47.2%가 여기에 반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전체 한국인의 1/3을 약간 넘는 사람들(35.9%)만이 그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절반을 훨

씬 넘는 59.6%의 한국인들이 자녀가(여기에서는 아마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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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는 성인인지 여부를 떠나서 간단히 ‘자식’이라 함)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8)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나는 남편이 실질적으로 과거 압제적으로 가정을 지배했는지에 해서는 확신할 수 없

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남성이 일반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족 

내에서 엄격한 차이를 요구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상호간의 사랑과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부부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나타났던 변화를 반 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의 응답자가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했다.9) 게다가 갤럽코리아에서 일련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 내에서 

성인 남자가 질서 있는 가정생활을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7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2005년 51.6%로 감소했다. 나는 51.6%라는 수치가 북미 부분의 지역에서 유사한 질문으로 도출할 

수 있는 동의의 답변보다 더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또한 유교적 향이 과거 25년 

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갤럽에서는 한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서는 이전 질문에 해 동의한 수치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4년에는 거의 73%의 한국인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나 2004년에는 오직 39.4%만이 그렇다고 응

답했다. 반면 58.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10)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교가 그어놓은 분명하고 

명확한 선이 이제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근  이전 유교 사회에서 연장자와 교육을 많은 받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존경심이 

인간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유교가 오늘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변화를 환 해 마지않는다. 이런 변화야말로 과거 이해되었

던 유교 원리의 특정 방식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상은 상호 존중이라는 유교의 핵심 원리에 매우 

일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부상한 도시화된 산업 사회의 복잡하고 경쟁적인 성격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에 

비해 실질적으로 유교의 도덕적 통찰력 중에서 일부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통찰력 중에서 현 적 의미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증산교(증산도와 순진리교 포함)로 집합적으로 알려진 새로운 종교의 

8) 이 수치에 해서는 갤럽코리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참조. 2004, p. 84

9) 은기수, “변화하는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가족 가치,” 김경동 편집. 한국사회변화(서울, 지문당, 2008), p. 149.

10) 갤럽코리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1984년, 1989년, 1997년 및 2004년 조사결과를 비교한 종교연구서 (서울, 갤럽코리

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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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와 같이 비유교적 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종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히 유교로 간주되지는 않지

만 이들 종교들의 도덕 원칙들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의 지속적인 경쟁 구도에서 초연해져서(‘상극(相克)’이라 

함) 신 상호 협조적인 세상을 조성해야(‘상생(相生))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전통에서뿐만 아니

라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한 핵심적인 유교의 윤리 가치다. 

요약하자면 유교에서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도덕성이라는 것이 인간 사이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것을 우선시할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같은 인간에 한 의무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신이나 혹은 민족국가와 같은 추상적 관념 혹은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교에서 인간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천도교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적 표현을 사용할 필요

는 없다. 신, 우리는 도덕성에 한 유교적 표현인 ‘인륜(人倫)’을 사용해도 된다. 이 단어는 도덕성에서 인

간 관계에 두는 주안점을 강조하는 청렴이나 품위로 해석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우리 가족, 이웃, 직장동료, 시민, 인류)의 선에 주안점

을 두라고 말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이 손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종국에 가서는 

보다 큰 공익을 조성하게 된다는 점을 무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런 공익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교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항상 품위 있게 

인간을 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청렴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익에 한 우리의 헌신

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유생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요, 여전히 

타당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 참고문헌:

차성환, “한국 시민종교 및 근 화,” 서울콤파스 47:4 (2000), 467-485.

조경란,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인권의 화해: 한국 학자들의 현 적 담론의 비평적 재구축,” 성균동아시아연

구저널 14:1 (2014), 93-110.

정약용, 여유당전서[여유당 정약용의 전체 저서]

정봉길, “원불교의 도덕적 기초인 은혜,” 중국철학저널 23 (1966), 193-211

정봉길, “원불교: 유교와 불교의 도덕적 체계의 종합체,” 중국철학저널 15 (1988), 425-499

갤럽코리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1984년, 1989년, 1997년 및 2004년 조사결과를 비교한 종교연구

서 (서울, 갤럽코리아, 2004)

김경동, 편집, 한국의 사회변화 (서울, 지문당, 2008)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167

특별강연Ⅱ

박근혜, 재정신운동(서울, 내외경제신문 및 코리아헤럴드, 1979)

Rozman Gilbert, “유교가 보편주의 및 세계화 시 에 생존할 수 있는가?” Pacific Affairs 75:1 (2002년 

봄), 11-37

Huang, Chun-chieh 및 Wu Kuang-ming, “ 만과 유교의 망: 21세기를 바라보며,” Steven Harrel 및 

Huang Chun-chieh, 편집, Cultural Change in Postwar Taiwan (Boulder, CO: Westview, 

1994), 69-87.

이밍휘, “현  동아시아의 유교 전통: 운명과 전망,” Oriens-extremus 49(2010), 237-247

Tu Wei-mign, “근  서양의 계몽정신과 유교와의 조우,” Oriens-extremes 49(2010), 250-308



168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플레너리세션Ⅱ

유교와 자본주의, 그리고 유교적 근대화론의 모색

박  희(발표) - 서원 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Ⅰ. 보편사의 권외지역 아시아?

진보와 이성으로 표상되는 서구의 계몽주의는 문명 간의 화 속에서 이루어진 인류의 성과물이며 어떤 의

미에서는 동양이 서양을 계몽시켰다는 주장도 존재한다(J. J. Clark, 1997: 17-18). 그러나 유럽의 계몽주의

에 부분적으로 담겨있던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넘어서면 서양적 독자성과 우월성에 한 인식이 서

구의 자기 이해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국과 인도는 참다운 의미에서는 

아직도 세계사의 권외에 있다.… 거기서는… 인륜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실체적인 것의 지배도 주관의 심정

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독재자로서 행해진다.”고 1837년에 이루어진 헤겔(Georg F. Hegel)의 

서술이나(Hegel, 1976: 185)이나 1888년에 “ 원한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사를 이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선언했던 랑케(Leopold Ranke)의 인식이 그 전형적인 보기이다(Heiner Roetz, 

2012: 248).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 지식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서구 유럽에서의 자본주의의 출범을 계기로 서구사회를 

보편사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만들면서 학문공동체 거의 전체의 역으로 확산되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과 ‘동양에 이르는 별’로 묘사되는 제국주의에 한 인식을 통해 아시아 사회를 

정체의 늪 속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 막스 베버(Max Weber)도 아시아의 가산관료제 

등 비(非)서구 사회의 제도적 질서와 서구의 봉건주의를 비교하 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 문화론적 분석

을 통해 서구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과 친화성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막스 베버-앙리 피렌느(Henri Pirenne)-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로 이어지는 도시 이론은 중세 서

구 도시에서의 자본주의의 출범에 해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 사회가 항구적으로 정체성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기도 하 다. 

서구 중심주의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구 중심적인 역사 인식은 아시아 사회를 보편사의 권외

1) 마르크스의 논의에는 아시아 사회가 ‘자본주의의 문명화 작용’을 통해 계도되어야 할 상으로 설정되고 서구 자본주의에 의한 

식민지배는 아시아의 ‘깨어남’을 위한 불가피한 경로 다는 결론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다.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169

플레너리세션Ⅱ

지역으로 설정해 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명저로 곱히는  변혁(the Great Transformation)을 집필하면서 ‘사탄

의 맷돌’(Satanic Mill)2)이라는 소제목을 달기도 하 는데, 이 용어에서 조차도 서구 중심주의의 편린과 제국

주의 이데올로기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원래 ‘사탄의 맷돌’은 작곡가 휴버트 패리 경(Sir 

Hubert Parry)에 의해 ｢예루살렘｣이라는 곡으로 만들어져 전 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가요로 바뀌면서, 

한때는 이 곡을 국의 국가로 사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속에서 당시에 조성되었던 ‘ 국 

선민주의’(British Israelism)의 어렴풋한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3)

“옛날 그분들의 발자취가 / 정말로 국 산천의 수풀을 지나치셨을까 / 그리고 신의 어린 양께서 / 국의 

아름다운 초원에 나타나셨을까! / 정말로 신의 자비로운 얼굴이 / 우리의 이 먹구름으로 꽉 찬 언덕 위에 빛나

셨을까? /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말 여기에 세워졌더란 말인가 / 이 음침한 사탄의 맷돌 사이에서?”

나에게 이글거리는 황금의 칼을 다오 / 나에게 열망의 화살을 다오 / 나에게 창을 다오 / 오, 구름아 걷히거

라 / 나에게 불의 전차를 다오! / 나는 정신의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 나의 검이 손에서 잠자게 하지 않으리 

/ 우리가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 여기 잉글랜드의 푸르고 기쁜 땅에.

사실 이 시에서 ‘사탄의 맷돌’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기계제 공업과 자본주의에 한 반감을 

웅변적으로 제시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설을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

다. 곧,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며 잉글랜드의 푸른 땅에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인식은 바빌론 유수 이후 

흔적이 묘연하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개 지파들 가운데 하나가 국으로 흘러들어갔고, 국은 이삭의 후

예(Isaac's Son = Saxon)로서 신에 의해 선택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4) 

2) '사탄의 맷돌'(satanic mill)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서사시  턴(Milton, 1804)에서 서시(序詩)로 나오는 ｢오
랜 옛적에 그분들의 발자취가｣(And Did Those Feet in Ancient Times)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 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

하여 아리마  요셉과 함께 국에 온 적이 있다는 전설을 언급하면서 산업혁명으로 혼란에 빠진 19세기 초 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곧, '사탄의 맷돌'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장착하여 1769년에 세운 '알비온 가루 공장

'(Albion Flour Mills)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제분업자들이 분노하여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 1791년 전소되고 말았

으며 이 사건을 묘사한 그림들 중에 불길을 공장 위에 올라앉은 악마로 그린 것들도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말이다.

3) 원래 ‘사탄의 맷돌’은 자본주의에 한 반감을 표현한 용어로서 사회주의와 노동당의 크레덴다로 활용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당시에 치솟기 시작하던 유럽의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기도 한다. 보기로 아리안주의에 

한 해석과 관련해서 국-독일의 인식은 아리안족이라는 점에서 인도가 유럽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힌두교와 이슬람에 

의해 오염된 인도를 정화시키자는 방식으로 전개된 바 있는데 막스 뮐러(Max Méller)같은 사람의 논리가 그 전형적인 보기이

다(Masuzawa, 2005: 207-210).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한 저항의 흐름이 식민지 지역에서 조성되었던 것도 기억해 둘 필요

가 있다. 곧,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아리안의 기원이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제국주의 운동

을 전개한 바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후에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4) 브리티쉬 이스라엘리즘은 19세기 말 과 20세기 초에 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예일 학 등을 기점으로 확산되어 앵글로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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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발흥과 더불어 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보편사의 주역으로 행세를 하기 시작하다가 20세기 

들어서 미국이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 지만 유럽인들이 인식하듯이 “미국은 유럽에 의해 발견되었고 어떤 의

미에서 유럽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신에 의해서 현시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힌 미국도 자신들을 창출한 그 유럽이 아시아에 해 지니고 있었던 편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아시아 사회에 한 서구 중심의 편견, 곧 고(故)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했던 (Edward Said) 오리

엔탈리즘은 서구인들의 우월적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자기 정체성 확립의 도구로만 한정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동양인들로 하여금 자기 비하적인 형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도록 만들어 놓기도 하 다. 헤겔이 

동양사회 특히 중국을 가족의 연장으로서의 국가 개념을 설정하 고, 베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씨족의 굴레

를 벗어던진 서구 사회와 씨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놓은 바 있지만,5) 

아시아 사회 자체에서도 서구의 이러한 인식을 여과 없이 수용하며 스스로 자기 비하의 한계를 자인하는 경향

도 많이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로 진입하는 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했던 일본이 ‘탈아입구

론’(脫亞入歐論)을 내세우며 아시아 사회임을 부정한 것이나, 천두슈(陳獨秀) 등이 유교의 폐해를 강조하고 

나선 중국의 5.4운동, 그리고 일제하에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유교와 가족주의에 한 청

산 주장6)은 사실상 급격하게 아시아 사회를 유교의 종교적 가치로부터 분리시켜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서구 중심의 보편사적 인식에서 벗어나 비교 문명론적 관점에서 근 사회의 성격

을 재해석⋅재평가해야 한다는 다중적 근 성에 한 논의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1949년 칼 야스퍼스

(Karl Jaspers)에 의해 제기되었던 ‘기축 시 ’(Axial Age)에 한 논의8)가 스티븐 스미드(Steven G. Smith, 

라엘리즘(Anglo Israelism)으로 발전되었다. 미국이 기드온 용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언덕위의 도성으로 재창출된 

것이다.

5) 이에 해서는 아래 절에서 더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6) 진계(進溪) 박재형(朴在馨)이 1884년(고종 21)에 간행한 해동속소학(海東續小學) 등 모화사상에서 벗어나 수신과 수양을 위

한 덕목을 강조하면서 사회윤리의 확립에도 힘쓴 교과서가 발행되기도 하 다. 한편, 소성(小星)현상윤(玄相允)은 조선 유학에 

하여 언급하면서 군자학(君子學)의 국민적 자려(自勵)⋅인륜도덕의 숭상⋅청렴절의(淸廉節義)의 존중 등을 공(功)으로 들

고, 모화사상(慕華思想)⋅당쟁(黨爭)⋅가족주의의 폐해⋅계급사상⋅문약(文弱)⋅산업능력의 저하⋅상명주의(尙名主義)⋅복

고사상(復古思想) 등을 단죄(斷罪)한 바 있으며 특히 가족주의를 이기이가(利己利家)의 적폐가 있다고 비판한 최초의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현상윤에 앞서서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이 일본 유학시절에 학지광(學之光)에 기고하여 유

교적 가족주의에 해 비판한 바 있다. 

7) 한국 사회에서 1947년 당시에는 유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의 두 배에 달했으나(정용욱, 1994: 313) 현재는 유교를 종교로 인정

하지 않는 분위기도 만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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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 아이젠슈타트(Shmuel N. Eisenstadt, 2009), 고(故)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 2011; 2012) 

교수 등에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다중적 근 성’(multiple modernities)에 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96)이 “서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것이다”(The West: 

Not Universal, But Unique)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9) 그리고 이러한 논지를 

확장시키면 모든 것이 다 독특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보편성의 큰 틀에 개별적인 독특한 흐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유교권 아시아 지역이 보편사의 권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다중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전개 과정 자체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 글도 다중적 근 성의 시각에 주목하여 ‘유교적 

근 성’에 한 담론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교권 아시아 지역도 

보편사의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입장이다.

Ⅱ. 자본주의의 서유럽 기원론과 아시아 유교권에 대한 인식

현재 자본주의의 서유럽 기원론에 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

본주의의 서유럽적 기원과 관련해서 마르크스는 전자본주의적 경제 구성체(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에서 ‘고전 고 적 형태’와 ‘게르만적 형태,’ 그리고 ‘아시아적 형태’로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를 

분류하고는 ‘고전 고 적 형태’에서 ‘게르만적 형태’로 진행된 서구 사회가 사유재산제의 토 를 구축하고 있

었던 점에 주목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는 조적으로 ‘원시공산사회’에서 거의 분화되지 않은 ‘아시아적 형태’
를 지목하면서 마르크스는 수리관개시설에 한 왕의 장악과 그로 인한 토지국유론 및 사적 소유권 부재 현상

을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파악하 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마르크스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극히 빈약하며, 그것도 아일랜드에 관한 자료를 토 로 유추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막스 베버도 근 적인 합리적 자본주의 싹이 서규 유럽에서만 돋아났다는 사실에 주목하 지만 그는 마르

크스보다 훨씬 정교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비교 방법론이 그의 분석에 세련미를 더해 주는 데, 유럽과 아시

8) 칼 야스퍼스(1949[1957])는 기원전 800년경에서 200년경까지, 서로 다른 네 지역에서 새로운 종교와 철학체계가 폭발적으로 

등장했음에 주목한다. 그는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인도에서는 불교와 힌두교가, 중동에서는 일신교가, 유럽에서는 그리

스의 합리주의가 등장하여 종교와  도덕적 가치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시기를 '기축 시

‘(Axial Age)라고 명명한 바 있다. 

9)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 후 1994년  중반에 미국의 사회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문명충돌론
(The Clash of Civilization)을 써서 기독교 세력권과 이슬람권의 결, 그리고 기독교권과 유교권(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결 가능성에 해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서구중심주의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그는 다시 “서구는 보편

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것이다”(The West: Not Universal, But Unique)라는 제목의 변명 또는 해명의 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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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의 주장의 핵심은 “서구에서는 세속적 금욕주의와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프로테스탄트 

윤리-캘빈주의-가 경제생활의 합리화를 추동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의 촉진제가 되었던 데 비해, 중국에서 유

교는 합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기존의 지배 질서를 내용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하

여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자신의 입장을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비되는 유심론의 시각이라고 강조했다고 해서 그가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를 가능케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체에만 한정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 

질서를 담지하고 나갈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과 관련해서 그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봉건제적 질서 속에서 

싹트고 있었던 중세 도시의 자율적 성격과 분권화된 사회 구조 던 것이며, 결국 제도와 가치의 결합 양태에 

한 분석이 베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버는 중국에서 근 적인 형태의 합리적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않았던 점을 논구하는 방식도 이와 같은 논

리적 검증 방식에 따랐다. 사실 베버도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근  이전의 중국 사회를 설명하면서 ‘법’(法)과 

‘치’(治)의 개념이 각각 물을 흘러가게 하고(the release of waters), 물을 가두어 두는 것(the regulation of 

watesr)에서 비롯된 수리관개시설(irrigation)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Weber, 1964: 16).10) 그러

나 베버는 이러한 수리관개론에 더해서 서구의 '봉건제'(feudalism)와 동양의 '가산관료제'(patrimonialism)

를 비시키는 방식을 활용하 으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베버를 마르크스와 결정적으로 구별하게 만들 수 있

는 점이기도 하다. 

중국의 종교에서 베버가 분석한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에서도 도시의 인구 증가와 화폐 

경제가 발달하 으나 경제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와 관련된 개념으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근 적 자본주의적

의 합리적 성격을 지니지 못했고, 둘째 도시와 동업조직이 융성하 으나 지배질서로부터 정치적, 법적 자율성

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며, 셋째 국가 관리의 문인화 경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과거제도를 통한 인재 등용과정

에서 시험의 내용은 유교적 지배질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었고, 넷째로 정통(orthodoxy)의 

가치 체계 또는 에드워드 쉴즈(Edward Shils)의 표현으로는 ‘중심’(Center)의 위치에 있었던 유교가 현존 질

서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단(heterodoxy)의 가치체계, 또는 쉴즈의 용어로 ‘주변’(Periphery)에 속하

던 도교도 현실도피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드러냄으로써 기존 질서의 혁파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현세와의 긴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 실제로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市) 서북부의 두장옌(都江堰)은 약 2,200년 전의 수리관개시설로서 베버의 설명을 실

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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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가지 특징은 사회구조와 제도적 측면에 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유석춘 교수(1998: 125)는 

이러한 특징들이 중국의 국가가 매우 일찍 통일된 사실과 가산적 지배구조의 전형적인 특징인 중앙 집권적 

관료제가 서구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확립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구와 같이 소유가 가능한 봉

토가 아니라 녹봉을 받는 관리들이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특성이 드러났다

는 것이다. 그리고 뒤의 두 가지 특징과 간련해서 유교수는 “유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개신교에 

내포되어 있는 결연하고 윤리적인 합리화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인 충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자제하는 긴장

이었다”는 베버의 설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유석춘, 1998, 126).       

   

그런데 이 베버의 결론에서 유교수는 자연적 충동의 억제를 가능케 하는 긴장의 결여 상태에 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엄 히 말하자면 베버가 아시아 사회와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자연적 충동을 오히려 사회질서 속에 융해시켜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 던 유교적 가치의 작동 방식이다. 

그리고 베버는 유교적 가치의 핵심인 '효제'(filial piety)의 윤리가 바로 그러한 자연적 충동의 발현을 억제하

지 못하게 만들 분만 아니라 그것이 유교권 아시아 사회를 씨족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지 못하고 가족주의의 

틀 속에 가둬놓고 말았다 점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자신의 논지를 입증시키고자 하 다.

일반적으로 혈연적 유 에 의한 가족 중심적 가치는 유교권 동양사회에서만 특이하게 발현된 것처럼 인식

되어 왔으나 혈연적 유 에 의한 배타적 가족 중심주의가 동양 사회에서만 지배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퓌스뗄 드 꿀랑쥐(Numa D. Fustel de Coulanges)가 고  도시(The Ancient City)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조상숭배의식에서의 참여자를 규정하는 종교 습속이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원초

적인 종교적 의식이었다. 베버도 이 점에 해서는 동의를 표한다, 이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

회’(Gemeinschaft)에서는 가족주의적 혈연관계가 지배적인 조직원리로 작용하 고, 유럽에도 8세기에서 12

세기까지는 가족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었다”는 지적(Weber, 1958: 98)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베버는 서구 유럽이 다른 지역과 달리 가족주의와 씨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Weber, 1958: 37-38, 98-99).  

중세도시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정신적 모태가 되었던 사건은 이미 그 천년 전에 갈라디아인들(The 

Galatians)에게 보내는 서한(11:12, 13ff)에서 마련되어 있었다. 곧, 베드로가 안티옥(Antioch)에서 이방인들

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야고버가 보낸 유 인들이 오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회식한다”고 비난을 받을

까 두려워 자리를 피하고 이방인들도 같은 행동을 보이자 바울이 책망했던 사건이 가족주의적인 폐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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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식시키고 보편주의적인 인간관계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하 다. 그 결과 도시는 씨족의 굴레를 벗어나 

개별시민들(가옥소유주)의 연합체로 되었고 개인적 ‘서약’을 바탕으로 한 ‘제도화된 공동체’(institutionalized 
communities)가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독교’와 ‘이방인들의 기독교’ 사이에서 ‘이방인들의 기독교’ 노선이 채택되어 세계 종교로 발

전하게 된 근거로 원용되곤 하는 이 초  교회사의 한 사건에서 베버는 유럽이 ‘보편주의’의 과정에 이르게 

된 근거를 발견한 셈이었다. 따라서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 유럽의 도시, 특히 중부와 북부 유럽의 도시는 

고도의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 의식이 단히 강하게 유지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씨족적 연 는 상당히 약

했을 뿐만 아니라 ‘혈연적 유 ’가 도시의 구성인자로서 보여주었던 중요성도 곧 유실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아

시아의 유교권과 다른 경로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 베버의 분석에서는 단히 중요한 골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베버적 사유의 틀은 베버주의적 전통에 있는 다른 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유럽에 해서

는 보편주의의 예를, 그리고 비유럽 사회에 해서는 항구적 열등 지위의 굴레를 씌워놓는 경향도 보여준다

는 데 문제가 있다, 전자의 보기로는 벨라(Robert N. Bellah)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망하기 전에 집필한 

‘기축 시 ’에 관한 글들에서는 다른 문명권에 해 상당히 관 한 시선을 보내주었지만(Bellah, 2011; 2012), 

이전에 벨라는 서구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중세의 기독교적 전통에 남아 있던 가부장적 요소마저 제거하

는 데 기여하 다고 평가하면서 유럽에 챔피언의 예를 씌어주는 데 일조하 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은 

탈종교화를 촉진시킨 듯이 인식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각 개인이 교회를 매개로 삼지 않고 신과의 직접적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신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개인을 신 앞에서는 평등한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인식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개인들이 가족공동체를 넘어서는 초월적 

가치와 상징에 한 일차적 헌신과 복종을 바탕으로 하여, 인격적으로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합리적 계약관계

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Bellah, 1970: 91-92).

이와 반 로 아시아를 항구적인 정체성의 늪에 빠뜨려 버리는 경우의 표적인 보기가 프란시스 후쿠야마

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논의로 알려져 있는 신뢰(Trust)이다. 후쿠야마의 이 글은 사실 베버의 논지를 

과다하게 강화시킨 사회 유형론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고신뢰 사회’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은 가족주의의 전통이 약한 사회이며, ‘저신뢰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그가 ‘이탈리아

의 유교주의’(Italian Confucianism)라고 명명한 남부 이탈리아는 가족주의가 강한 전통을 따르는 사회로 분

류하고 있기 때문이다.11) 독일과 일본의 국가주의가 군국주의로 발전하여 외적으로 결정적인 불신의 구조

를 만들어냈던 경험적 사례들은 별로 그의 관심 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후쿠야마는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175

플레너리세션Ⅱ

‘저신뢰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부패의 구조화가 이 과정에서 일상화되고 신뢰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더 눈에 띠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분석은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억제된 요인을 국가 관료제의 압도적 지위와 다른 사회 

집단에게 독립적인 부의 축적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본 발라즈의 입장(Etienne Balazs, 1964: 53-54), 그

리고 시장경제가 단히 활성화되었으면서도 국가와 응집적인 관료제가 방해가 되었다는 브로델(1996b: 

842-843)의 지적을 단순히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던져줄 따름이다.12) 역설적이지만 발라즈와 브로델의 주

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기 때문

이다.   

Ⅲ. 밀란츠의 자본주의 기원론: 세계체계와 리오리엔트의 재검토

베버가 서유럽과 비서구 사회를 견주어 보면서 각 사회가 드러내는 내부 구조와 정신사적 측면에서의 차이

에 주목하 던 것과는 달리, 에릭 란츠(Eric H. Mielants)는 유럽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유럽의 ‘내재적 

발전 요인’만이 아니라 내적⋅외적 발전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근 화 이론, 정통 마르크스주의론 등에 내재해 있는 유럽 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  사회과학의 흐름에서 뚜렷한 입지를 다지며 등장한 세계체계론과 리오리엔트론의 논의를 자신의 

논의에 끌어들임으로써 자본주의 발흥과 관련된 국내적 조건과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 

조건까지 확장해서 파악하려는 것이 그의 전략적 출발점이다. 특히 그는 산업혁명과 18세기의 자본주의의 기

원을 상징하는 신화화된 역사 쓰기를 거부하고 중세 시 -비유럽지역을 연결하여 새로운 정치 경제사를 구성

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나 란츠는 근 화 이론,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해서 유럽 자본주의의 농업적 기원설을 제시한 브

레너주의, 그리고 세계체계론은 모두 중세에 자본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문제가 있음

을 지적한다. 이들은 모두 중세의 후진성을 전제로 하여 봉건 시 와 자본주의 시 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11) 베버는 고  폴리스(Polis)가 공식적으로 가족들의 조직이었으며, 일부 지배적인 출계 공동체가 배타적으로 의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 다. 그리고 고  도시에서와 유사한 ‘배타적 의례연합체’는 중세 초기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의 

해양도시 뿐만 아니라 남부유럽의 도시들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베버의 설명이다(Weber, 1958: 98). 결국 베버의 

이러한 지적과 ‘이탈리아 유교주의’로 명명한 후쿠야마의 입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2) 브로델은 중국에서 이러한 국가가 장수한 것도 자본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민다린들은 쉽게 재형성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상인들을 쉽게 매수하는 부패의 양상도 쉽게 관찰된다고 지적한다(브로델, 1996b: 854).  



176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플레너리세션Ⅱ

있지만 자본주의는 중세의 시기에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선은 마르크스주의의 단계론

적 시각과는 확연히 차별화된다. 마르크스가 결정적이라고 보았던 역사적 시기인 18세기 말과 19세기 초가 

그가 주목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종속-세계체계론자 프랑크(Andre G. 

Frank)나 왈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 제시한 16세기의 상업 자본주의적 측면에 한정해서 보는 것도 

아니다. 16세기에 나타난 자본주의 현상, 곧 임금 노동, 산업의 전문화, 분업의 진전, 계급투쟁과 무역을 통한 

이윤의 획득, 복잡한 금융 기법의 등장, 자본축적을 위한 주변부 약탈 체계의 구측 등은 이미 1100년 이후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중요한 시점으로 그가 지적하고 있는 시기는 오히려 12세기경이라는 점에서 그

는 베버나 브로델 등의 학자들과 이어질 소지도 있다. 그렇지만 그는 국가와 상인 권력의 융합이 이루어지면

서 세계체계의 중심부로 유럽이 진입할 수 있었다고 보는 점에서 베버나 브로델과 같은 학자들의 내재적 발전

론과도 거리를 두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인 권력이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독립적일 때 기존의 

질서를 혁파하면서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보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회,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도 그의 이러한 입장은 명확히 드러난다. 국제 무역이라는 외적 조건과 

상인권력의 성장 조건에 한 분석 기준을 중국에 적용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란츠, 2012: 57-65).

송 (宋代)에는 항해술의 끊임없는 향상, 정부의 규모 조선 사업 계획 결정 등이 상품 구성의 변화와 더불

어 교역의 증가를 부추겼다. 이를 통해 송나라 백성들은 점점 시장에 팔기 위한 농업에 눈을 돌리거나 농업 

이외의 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상업에 한 정부 관료들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유목민들의 점증하는 위협 때문에 국제교역의 급성장이 이루어졌고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

되는 결과를 이어졌으며, 이는 곧 해상⋅해외 무역의 번성을 통한 11~12세기 중국 상업혁명의 도래를 보여주

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몽골의 부상과 송나라 정복은 중국이 자본주의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몽골 제국의 세계 지배로 이익을 본 것은 서양 상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만 원에 이어 명이 등장하기까지도 중국의 상인들은 국가로부터 군사력을 지원받을 만큼 중요한 존재로 인식

되지 않았다. 더구나 명 (明代)에 해상무역 금지 정책은 민간 상인들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다주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막 해외로 확장하려던 것과 달리 15세기 중반부터 중국 내 상업 활동은 점점 작은 지역으로 

한정되어갔다. 유럽이 중국보다 더 도시화되고 상업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상인-기업가들이 군주에게 끼치는 

정치적 향력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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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츠가 자본주의의 유럽 기원설을 강조하면서 상인 권력의 중요성에 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남아시

아나 지중해 주변의 북부 아프리카에 한 그의 평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곧, 남아시아와 관련해서 그는 

이 지역이 유럽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전혀 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치 체제가 종교적 군사 

엘리트층이 지배하는 전형적인 조공 국가 기 때문에 자기 이익의 극 화를 위해 권력을 틀어쥘 토착 상인들

이 성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취약한 공간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같이 국가와 결합한 유럽적 융합 형태

의 상인 권력이 고 들어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란츠, 138). 북아프리카에서도 상인들은 유럽 상인

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치권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향력을 행사할 수준은 되지 못하 고 국가의 지원도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중상주의를 발전시킨 유럽과는 

조적이었다고 한다( 란츠, 169).

그런데 이 지점에서 란츠의 관심은 다시 베버와 브로델로 이어지는 기존의 설명에도 다시 줄을 이어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정신은 유럽뿐 아니라 다른 문명에서도 똑같이 존재했음을 

강변한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베버나 브로델과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그가 유럽의 도시(국가)들이 중세 말 

서유럽 내 상업자본주의 체제의 출현과 연관된다고 보면서 중세 유럽의 ‘시민권’에 주목하고 그것이 13세기부

터 서양의 발흥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도시국가의 국력 증 로 발전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점에서 그들 사이의 

주장에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의 도시국가는 지속적인 교역과 상업 확 의 표현이자 그것을 보증하는 실체 다."라는 주장

( 란츠, 2012: 181)에서는 베버가 중세 도시의 자율적 속성 때문에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아할 수 있었음

을 논의한 도시(The City)에서의 주장이 되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란츠의 ‘도시국가’ 개념은 “도
시는 독자적인 세계로서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경향에 따라 발전해왔다. 도시는 방국가를 눌러 이겼다.”라
는 브로델의 주장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13) 결국 리오리엔트(ReOrient)를 집필한 앙드레 군더 프랑크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비해 생산성과 인구 규모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아시아의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지적한다.14) 그렇지만 란츠

는 한편으로는 그와 같이 유럽이 성공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시민 사회 성장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던 

중세 도시의 성격에서 찾았던 베버에게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 -세계체계론의 논리에 의존

해서 베버류의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차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13) 중국 정부가 전제적 국가 통치 때문에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끊임없이 적개심을 보 다는 브로델의 주장과 달리 란츠

는 중국이 근 적 의미의 전제 국가가 아니었고 또한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와 경제 성장에 한 지원도 확고했다고 본다. 

14) 프랑크는 비유적으로 유럽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비판한다. “서양은 아시아 경제라고 하는 열차 의 3등칸에 달랑 표 한 장을 

끊어 올라탔다가 얼마 뒤 객차를 통째로 빌리더니 19세기에 들어서는 아시아인을 열차에서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하고 유럽은 아시아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을 뿐이다“라고 강조한다(Andre G. Frank, 2003: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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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유교 자본주의론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자본주의적 경제의 성장과 관련해서 볼 때 베버 이후 아시아의 유교권 국가들에 

한 서구인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었다. 유교권 국가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예외적으로 성

공한 자본주의 국가로 떠오르자 종교와 문화를 강조하 던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가 주목하 던 것

은 유교가 아니었다. 도꾸가와 시  이래의 ‘신도’(神道)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로 지목되었을 따름이다. 

실제로 근 이후 아시아의 선두주자 자리에는 항상 일본이 서 있었다. 근  일본의 정치⋅경제적 지배질서

에 결정적 향을 미친 사츠마번(薩摩藩)과  이토오 히로부미를 배출한 조슈번(長州藩)에서 시작된 ‘메이지유

신’(明治維新)을 계기로 일본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에서 홀로 깨어나 ‘탈아입구’((脫亞
入歐)를 외치며 탈(脫)아시아의 기치를 내걸고 물살을 가르며 서구와 같이 후발 자본주의의 항로를 따라 항진

을 계속했지만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숙면 상태에서 깨어나기까지는 반세기 이상의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

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을 설명하는 논리는 유교 이외의 것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곤 했다. 보기로 1970년

-1980년  초반까지는 나카네지에(中根千枝), 프란시스 슈(Francis Hsu), 그리고 윌리엄 오우치(William 

Ouchi) 등 일본의 조직 문화적 특성에 한 연구15)가 많이 등장하 지만 전통 유교가 일본의 사회조직에 미친 

향에 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다. 보기로 프란시스 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 던 것이다(프란

시스 슈, 1985: 44).

중국의 향권 아래 있었던 일본에서도 당연히 ‘효’의 개념이 수용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일찍이효경(孝
經)이 도입되어 조선시  세종 때에는삼강행실(三綱行實)과 효행록(孝行錄)이 발간되었듯이, 효경은 일

본문학사에까지 향을 미쳐 그 일부가 되기도 하 다. 특히 ‘24효’(二十四 孝)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

거해서 중국의 ‘효’행실을 다루고 있는 교의인데, 일본인들은 ‘24 효’를 받아들 을 뿐만 아니라 후소오코오

시덴(扶桑孝子傳)이라는 책을 만들어 24개의 교의를 71개로 늘려 기록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

는 이것이 사회구조의 저변에까지 침투하여 사회의 구조원리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효’가 조직원리로서

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15) 나카네지에(中根千枝)의 일본의 사회구조, 프란시스 슈(Francis Hsu)의 이에모또(家元), 그리고 윌리엄 오우치(William 

Ouchi)의 Z 이론(Theory Z) 등이 그 보기이다. 이들은 수직적 사회구조와 의리-의무 관계에 주목하거나, 친족적 원리와 

계약적 원리가 결합되어 서구와는 다른 '친족-계약적(Kintractship = kinship + contractship) 조직원리'에 주목하기도 하

고 서구와는 다른 ‘유사 가족주의적 조직’에서 일본 성공의 비결을 찾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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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60년 부터 시작해서 1970년 를 거치는 동안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만, 그리고 홍콩 등 동아

시아의 유교적 전통을 지녔던 사회들도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네 마리 작은 호랑이들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표효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자, 이전과는 달리 ‘유교적 가치’ 자체를 성공의 동인으로 제시하는 방식, 

곧 아시아인들의 교육열, 근면성을 강조하는 피터 버거(Peter Berger) 등의 ‘속류 유가주의론’(Theory of 
Vulgar Confucianism)이나 김요기(金理基), 뚜웨이밍(杜維明) 등의 '유교자본주의론' (Confucian 

Capitalism)이 등장한 것이다. 

유교와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문화주의적 해석을 따를 경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문제는 유교를 ‘세계에 

한 합리적 적응’의 윤리체계로,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세계에 한 합리적 지배’로 파악하는 베버의 

이분법적 해석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해법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법은 

유교의 합리성 속에서 ‘세계와의 긴장성’과 ‘금욕주의적 정향’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메츠거

(Thomas A. Metzger)는 청  관료제도의 내부 조직: 법적, 규범적, 커뮤니케이션적 측면(The Internal 
Organization of Ch’ing Bureaucracy: Legal, Normative, and Communication Aspects )(1973)에서 먼

저 청 의 관료 조직이 부패하고 무능한 기구 다는 베버와 브로델, 그리고 발라즈 등의 통념에 항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탄력적이며 개혁적 동력을 가진 조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가  유교의 정신

적 가치에서 주목한 것은 과거제도를 통해 관료들에게 각인되는  ‘근신 윤리’(probationary ethic)’ 다. ‘책임 

이행’과 ‘속죄를 통한 구제’의 정신이 담겨있는 ‘근신 윤리’에 한 메츠거의 관심은 ‘곤경 의식’과 ‘긴장’을 주

제로 한 곤경으로부터의 탈출에 잘 반 되어 있다. 

두 번째 해법은 베버가 사용했던 이분법적 분류 방식 가운데 유교를 ‘세계에 한 합리적 적응’으로 규정하

는 논지(Weber, 1964: 235)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유교에 한 보수적 낙인을 부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뚜웨이밍은 베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뚜웨이밍, 2013: 293), 

유교적 삶의 지향성을 ‘세계에 한 적응’이라고 특징짓는다면, 이는 매우 큰 실수이다. 내부로부터 시작해

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교적인 참여는 양면의 칼이었다. 한편에서 그들은 구가의 정사(政事)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며 현상을 출발점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의 안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면 종종 타협하지 않고 기존 권력 구조에 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기독교만이 현  문명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식의 베버주의적 해석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종교개혁이 서구 사회에 미친 향에 경도되어 유럽에 챔피언의 독점적 예를 수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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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로버트 벨라가 결론을 수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뚜웨이밍, 2007: 

361-362).

그가 이미 수정한 시각을 근거로 하면, 송명이학(宋明理學)은 일종의 창조적 전화(轉化)의 능력이 있는 의식 

형태라고 할 수 있어서 중국 내지 동아시아의 현 화와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학의 제2기 발

전이 곡절되고 울퉁불퉁한 현 화의 길을 걷게 된 중요한 배경적 이유는 중국이 19세기 중엽 이래 서양의 충격

과 도전 그리고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 위에서 그는 현 화를 이룬 최초의 비서구권 동아시아에서의 유교의 제 3기 발전 가능성에 

해 논의한다.16) 물론 19세기에 유럽이 충격을 가해와서 중국이 좌절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뚜웨이밍이 중국 

유교의 전통에 담겨 있는 악폐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덕의 내재적 체화’를 바탕으로 확립되

어야 할 정치적 기능이 오히려 도덕적 가치와 질서에 향을 주는 ‘정치화된 유교’가 전제 정치를 가능하게 

하 고, 아편⋅전족⋅탐관오리⋅성차별 등 다양한 봉건적 잔재가 중국의 숨통을 죄어왔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그는 5.4시  봉건 잔재에 한 비판은 역설적으로 유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본다. ‘공가점 타도’(打倒孔家店) 구호는 유학을 정치화된 도덕적 설교와 구별하게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유가 

문화의 참 정신에 한 정화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뚜웨이밍, 2007: 386-387). 

그리고 이러한 사유 과정의 정점에서 뚜웨이밍은 유교적 가치가 현 적 삶과 정합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음

을 강조한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전통에서 강조되는 공감과 동정, 분배와 관련된 정의, 책임 의식과 예교(禮
敎),17) 공익 우선주의와 집단 지향적 가치는 모두 현 적인 삶의 양식에 부합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

며, 특히 가족 중심의 연  의식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한 

문화주의적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 던 것이다.18)

16) 유학 제 1기는 취푸(曲阜)의 지역문화에서 시작해서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를 거치며 중국 사상의 주류로 발전한 동한(東漢)

까지의 시기, 유학 제 2기의 발전과 쇠퇴 시기는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 그리고 주자(朱子)의 성리학

이 발전하여 송원명청(宋元明淸)까지 약 1,000년 정도 이어진 시기이며, 유학 제 3기 발전은 5.4운동이후 거의 퇴조했던 유교

가 1970년  이후 동아시아 유교권의 경제성장에 따라 유교부흥이 거론되는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다. 물론 뚜웨이밍 등의 

유교부흥론이 중체서용(中體西用)의 흐름을 보이는데 비해 일각에서는 전반서구화론(全般西化)에 이어 리쩌허우 (李澤厚) 등

의 서체중용(西體中用)론도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의 사람들은 리쩌허우의 서체중용론을 유학 제 4기로 평가하기도 한다.  

17) 그가 말하는 예교는 예악교화적(禮樂敎化的)인 감화 작용을 발휘하여 중화 문화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회적 구조를 의미한다. 

18) 그는 유교적인 가족주의의 중요성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뚜웨이밍, 2013[1993]: 383). 

유교 가치에 고취된 가족은 아마도 여전히 동아시아 사회에서 인간이 되기 위한 배움의 길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제도일 

것이다. 유교 가족의 부릉을 목격하던 그헣지 않던, 과거와 현재의 동아시아 문화에 한 정교한 인식을 위해 우리는 그 심리

문화적 역동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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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버거(Peter Berger)도 ‘국가의식으로서의 유가사상’에 한 거부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뚜웨이밍

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중화 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Ideology of the Imperial Chinese State)로 작용하는 

유가 전통이 근 화에 장애 요인이 되었다는 베버의 인식과도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피터 버거는 베버가 보

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노동 윤리로서의 ‘속류 유가사상’(Vulgar Confucianism)을 보지 못했다

고 진단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교에서 파생된 어떤 가치들, 즉 세계의 일들에 한 긍정적인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훈련

시키는 삶의 방식, 권위에 한 존중, 절약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태도가 그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적 태도, 그리고 노동의 윤리와 관련이 있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벨라가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여 엘리트 관료 계층의 ‘고급 유교’와 구별하기 위해 적당하게 

이름 지은 ‘부르주아 유교’(Bourgeois Confucianism)의 특징과도 비슷한 성격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Berger, 1983; 1988: 7-8; 뚜웨이밍, 382). 더구나 교육 중시의 태도와 근면성, 그리고 가족주의의 가치는 

화인(華人)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며 ‘아시

아적 가치’19)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하 다. 

물론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1990년  후반에 일시적으로 환란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사회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고 자본과 노동의 투입요소 확 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마치 ‘소시지 공장’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크루그만(Paul R. Krugman)과 같은 경제학자들

의 논의도 제기된 바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환란위기를 극복하면서 재도약의 길을 걷게 되고, ‘잃어버린 10년’
의 위기를 겪었던 일본도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더 인구가 많고, 토도 넓으며, 경제력

과 기술수준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더구나 중국에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고 상품생

산의 ‘블랙 홀’(Black Hole)로 불릴 정도로 성장하 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 2위의 경제 국으로 떠올라 미국

과 더불어 패권을 겨루게 되자,20) 일부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시 ’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유교 자본

19) ‘아시아적 가치’는 이슬람의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고수하는 태국이 일본과 유교권

의 작은 호랑이들이 이루는 기러기 편 에 합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나온 용어이다. 그러나 

아시아 사회의 성장에 한 유교적 해석이 인과론적 해석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일부 사회들이 환란 위기에 휩싸이게 되자 ‘아시아적 가치’라는 새로운 조어는 급격하게 폄하의 상이 

되다가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 하버드 학의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교수는 2008년에 금융지배의 구조(The ascent of money)를 발표하여 중국

(China)과 미국(America)의 양국체제를 의미하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쌍무관계

가 새로운 아시아의 경제 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준거틀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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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론에 이어 유교 근 화에 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Ⅳ. 다중적 근대성과 유교 근대화론(?)에 대한 모색

서구의 이성과 진보를 기치로 내걸었던 계몽주의에 이어 사회 진화론의 시각을 이어받은 근 화론은 사실

상 수렴이론과 궤를 같이 하면서 세계의 서구화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야심찬 구상이 담겨 있기도 하

다. 물론 계몽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포괄하는) 시장 경제,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하면서 이루어진 의 민주주의의 틀은 세계를 추동하는 힘이 되어왔고 또 그만큼 

취약성도 많이 노정시키고 있다. 서구적인 의미의 근  세계를 탄생시킨 과학주의와 진보주의가 치열한 반성

과 질문의 상이 된 오늘, 사회과학 학문 공동체에서는 울리히 벡(Ulrich Beck)과 지그문트 바우만

(Wigmund Bauman) 등의 학자들이 제기한 ‘위험 사회’ 또는 ‘액체 근 ’의 경종이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야스퍼스가 제기 했던 ‘기축 시 ’에 한 논의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기축 시

’에 이르러 역사상 가장 위 한 사유의 천재들--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이 타인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인간의 비참한 존재 조건을 함께 슬퍼하는 공감과 자비의 정신을 설파하면서 제시한 답은 2천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인류의 철학적ㆍ종교적 성찰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이제 그 곳에서 새롭게 답을 찾아내야 

하는 국면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야스퍼스의 ‘기축 시 ’에 한 관심은 평소에 자신과 많은 교감을 나누고 지적으로 빚을 지고 

있었던 베버와의 이론적 화의 결과 을 수도 있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적 관료제의 미래를 ‘쇠창살’(iron 

cage)로 비유하며 ‘화석화된 인간,’ ‘ 혼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감각주의자’라는 인간의 암울한 상황에 구

원의 빛을 비춰줄 ‘전철수’(轉轍手, Switchman)로 비유된 카리스마적인 존재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야

스퍼스는 ‘초월적 돌파’(Transcendental Breakthrough)의 꿈을 가지고 ‘기축 시 ’로 돌아가 답을 찾으려 했

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축 시 에 해 논의하면서 야스퍼스는 막스 베버의 종교 사회학에 해 ‘ 재앙’(gigantic 
ruins)이라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막스 베버가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중국의 관계에 해서 ‘차이메리카’를 처음 언급했던 미국의 퍼거슨 교수는 중국의 세계 진출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미국 

단일의 헤게모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전개되자 모리츠 슐라릭과 함께 2009년에 ‘차이메리카의 종언(The end of the 

Chimerica)’이라는 논문을 통해 계속되는 중국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 미국은 저금리가 지속되어 소비 수요의 증가와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고,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수출과 미국의 수입으로 이뤄진 양국의 결합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Niall  Ferguson and Moritz Schularick, 2009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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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작업을 해낸 것에 한 찬탄을 담은 ‘역설적인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시각에 

담겨있는 기독교적인 유럽 중심주의에 한 회의의 흔적이 그 표현을 통해 배어나왔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야스퍼스는 네 명의 선각자들이 모두 서로 우열을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귀중한 ‘삶의 지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Karl Jaspers, 19621957]: 95)

최근에 서구에서는 근 화 이론에 몰두해 있던 이론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기축 시 ’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의 관심은 서구 중심의 보편사적 

인식에서 벗어나 비교 문명론적 관점에서 근  사회의 성격을 재해석⋅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의로 모아지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고(故) 에드워드 사이드를 필두로 서구 유럽 중심주의의 편견을 담은 ‘오리엔탈

리즘’에 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96)이 자신의 문명충돌론

(The Clash of Civilization)에 가해진 비판에 해 “서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것이다”(The 
West: Not Universal, But Unique)라고 입장을 수정해서 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다중적인 형태의 근

성에 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터 버거와 새뮤얼 헌팅턴이 2002년에 편집하여 

펴낸 복수(複數)의 세계화(Many Globalizations: Cultural Diversity in the Contemporary World)도 이

미 이러한 흐름을 타고 출판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기축 시 ’에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초월적 돌파’에 한 관점을 수정하고 있다. 

스티븐 스미드(Steven G. Smith, 2005)나 쉬무엘 아이젠슈타트(Shmuel N. Eisenstadt, 2009), 고(故) 로버

트 벨라(Robert N. Bellah, 2011; 2012) 교수 등에 의해 제기된 ‘다중적 근 성’(multiple modernities) 개념

은 초월적 관심이 아니라 문명의 다양한 기원과 그로부터 비롯된 특수한 역사적 궤적들이 제각각 상 적 중요

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이 새로운 개념은 비교 문명론의 시각에서 출발하되 ‘문명 

간의 화’를 통해 새로운 전망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뚜웨이

밍, 2006). 결국 ‘다중적 근 성’에 한 탐구는 각 문명권 내에서 개별적으로 전개되어온 특수한 형태의 근

성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에 한 검토이며. 삶의 조건들을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고 미래의 비전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방향성에 한 탐색이기도 한 것이다(아이젠슈타트, 2009: 9

장).

 

이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자본주의와 유교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서 이 흐름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피터 버거와 로버트 벨라 등의 서구 이론가들

을 위시해서 하버드 학의 뚜웨이밍과 홍콩 중문 학의 김요기 등이 막스 베버에 의해 자본주의와 친화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유교적 가치와 자본주의의 결합에 해 논의하 다. 이제는 익숙해서 새삼스러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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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자본주의가 아시아에 이식되어 베버가 말하듯 ‘세계에 한 합리적 적응’에 

뛰어난 아시아인들이 유교적 자본주의를 일구어내고 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국민호, 1997: 29-53; 

조혜인, 1998: 93-121; 유석춘, 1998: 120-136; 2005: 52-86), 

유교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유교적 사유가 자본축적에 의미 있는 정합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사례들도 최근에는 많이 발견되고 있다. 보기로 일본을 경제 국으

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진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 2009 )는논어(論語)에서 ‘논어ㆍ주판 통일이

론’이라는 경제 윤리를 추출해서 “한 손에는 건전한 부의 윤리를 강조하는 논어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화식(貨殖)의 ‘주판’을 들고 당당하게 경제 활동을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으며, 이에 한 기록은 현재 

일본 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각국으로 전달되고 있다. 사실 그의 주장은 이른바 ‘도덕⋅경제 합일설’을 제시한  

것으로서, 서구에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제시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에서의 공

리주의적 시각과 도덕 감성론(Moral sentiment, 1759)에서 강조된 ‘공감의 원리’의 통일을 실천적으로 제

시한 셈이었다. 그의 생각은 시부사와 켄(渋澤健, 2008)에게로 옮겨졌고, 한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삼성 그룹

을 일으킨 고(故) 이병철 회장이 그의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 포항제철을 일으킨 

고(故) 박태준 회장과 현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어낸 고(故) 정주  회장에게서도 유교적 가치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송복 외, 2012).

유교 자본주의론의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유교 근 화론의 새로운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교적 가치가 동아시아의 근 화 과정에 미친 향에 해서 논의했던 초기의 상황(Bellah, 

1983)을 넘어서 이제는 유교적 근 의 시기를 주희가 등장하는 11-12세기의 송 (宋代)나 14-15세기의 명

(明代) 시기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요나하 준(與那覇 潤, 2013)과 미야지마 히로

시(宮嶋博史, 2013: 318-349)가 그 표적인 보기이다. 요나하 준은 나이토 고난(内藤湖南, 1866~1934)의 

‘송  이후 근세(전기 근 )설’이 표하는 교토학파의 학설을 원용하여 정치적으로 봉건제 신 군현제를 채

택하여 황제의 일극 지배체제를 처음으로 확립했고,21) 사회 경제적으로 귀족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통해 기

회 균등하게 관료를 선발하 으며, 시장경제가 발달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이토 고난의 주장은 이설(異
說)이 아니라 정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나하 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초기 근 에는 초보적인 형태

의 국민 국가의 형성과 군현제에 의해 왕권이 상당히 강화됨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뒷받침해준 것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주자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1) 그는 동양이 근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근  세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아, 10세기의 송나

라에서 성립된 동양의 초기 국민 국가는 14세기의 조선, 17세기의 도쿠가와 막부에서 순차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185

플레너리세션Ⅱ

그런데 미야지마 히로시는 주희가 제시한 실천 윤리들은 그 자체에 혁신적인 성격을 갖는 근 적 성격이 

담겨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토지의 사적소유, 과거제와 관료제, 미약한 신분제 등을 담은 주자학은 세계사적

으로도 가장 선진적인 이론 체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그는 주희재독(朱熹再讀)과 주자학

의 위치(朱子學の位置)를 집필한 기노시타 데츠야(木下鐵矢)의 논의를 검토한 뒤 주자가 제안한 사창(社倉)

이 황제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민간의 협동 융자조합 시스템 형태로 운 되고 물권의식에 비되는 채권

의식을 확립시킴으로써 혁신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주희가 ‘가례’(家禮)를 중시했던 

것은 여성의 정치 관여로 정쟁이 빈발한 것을 보고 ‘모자’(母子)라는 자연적 관계에서 초래된 의식을 ‘부자’(父
子)라는 의지적(意志的) 관계로 전환시켜 사회질서를 구상하려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계 혈연 중심의 여

성경시 사상이라는 기존의 통설을 뒤엎기도 하 다. 그렇지만 그는 요나하 준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과 국제 관계의 측면을 고려하여 유교적 근 가 명(明)의 건국, 특히 16세기에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22) 

그러나 미야지마 히로시는 유교적 근 화에 담긴 이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회의 근 화 과정에서 

서구적 근 화의 결실은 계속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근 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

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유교적 근 화에 한 논의들은 다시금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구 사회에

서 계몽주의가 확립되는 시기에 동양으로부터 유교 경전들을 받아들여 번역하고 그로부터 인간 중심의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관용’과 ‘소통’의 논리를 받아들 던 것처럼,23) 민본의 이상을 담보하기 위해 ‘민
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도적 질서 속에 체현하는 일은 여전히 유교권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공공에 한 관심과 가족애 등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사회윤리로 발전시켜야 

할지 해법을 모색하는 일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며봐야 한다. 반 로 서열의식과 위계화된 질서 속에 녹아 

있는 지나친 권위주의와 성차별 등 불평등한 인간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다. 허례와 형식주의에 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인권과 자유의 신장 등 서구의 근 화 과정에서 발견

된 가치를 수용하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의 강력한 힘과 견주면서 조

22) 한국의 사회에서는 이 16세기의 시기에 ‘재지 양반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동족 집락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미야지마히

로시의 주장이다. 또한 유교적 가치가 전국적으로 일상생활에 침투한 것은 18-19세기의 일인데, 17세기 중반에 재지 양반층

의 경제력이 하락하면서 남녀 균분 상속에서 남자 균분 상속으로, 그리고는 장남우  차등 상속의 형태로 바뀌고 족보의 

기재 방식도 15-16세기에는 남계와 여계를 같이 기록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 남계만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23) 쉬운 보기로 공자가 인(仁)에 이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학(大學)의 마지막 10장에서 언급한 ‘혈구지도(絜矩之道)’, 
곧 “내 마음을 잣 로 삼아 남의 처지를 헤아린다”는 것은 ‘추기급인’(推己及人)과 같은 의미이며,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과 상통한다. 그리고 이는 진심진기(盡心盡己)로서

의 ‘충’(忠)과 자기로 말미암아 타인에게까지 미루어 생각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준칙으로서의 ‘서’(恕)가 하나로 통일

된 형태 곧, 충서(忠恕)와도 연결된 개념인데, 이것은 결국 유가의 핵심이 관용과 배려를 담은 ‘소통,’ 곧 도덕적 공감의 원리

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맹자의 충서사상(忠恕思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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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운 시민사회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보다 많은 민주적 질서를 얻기 위한 유교권 국가들의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교권 아시아 사회가 ‘목욕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아이도 함께 던져버린 

것’은 아닌지 철저히 되돌이켜 보는 일이다. 서구적 근 성의 수용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폐기해버

렸던 전통의 가치들을 재검토하는 일, 그것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탐색하여 새로운 제도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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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자본주의 그리고 유교자본주의: 몇 가지 쟁점과 시사적 함의 

김석근(발표) - 아산서원 아산정책연구원 

머리말 

‘유교’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오래되었으면서도 언제나 중요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그들 둘이 이어

지는 형태로서의 ‘유교 자본주의’론의 등장과 유행은 논의의 폭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해준 듯 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유교’에 한 평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유교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1)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어떤 일정한 성과 내지 합의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유교자본주의’론 자체가 처음부터 분명한 학문적 이론적 토  위에서 전개된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현상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에) 유

교에 한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2) 

그렇게 제기된 ‘유교 자본주의’론은 제 로 꽃피지 못하고 짧은 유행을 보여주었던 듯 하다. 특히 IMF사태

(1997) 이후 논의는 주춤하게 되었다. 유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패거리(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주요 원인처럼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여운이 아직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후의 상황 전개는 그같은 직설적인 비난은 잠재워버리게 된 듯 하다. 하지만 그들의 얽힘과 인과관계에 

한 총체적인 갈라보기와 자리매김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3)    

몇 년 전 필자는 한 중적인 동양사상 잡지(《오늘의 동양사상》)의 요청([특집 <근 10년, 동아시아 담론 

어떻게 되었는가>])으로 유교자본주의에 해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유교자본주의? 짧은 유행과 긴 여운 

그리고 남은 과제”(2006)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그에 앞서 “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베버 테제’

1) 여기서 자세하게 논의할 여유는 없지만 가족중심주의, 사회기강의 유지, 건전한 노동정신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덕목들이 자본

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식이다. ‘유교적 노동윤리’ 식의 해석도 나왔다.  

2) 하나의 좋은 예로 계간 《전통과 현 》를 들 수 있겠다. 

3) 한 글에서 필자는 우리 학계의 ‘둔감함’과 ‘민감함’의 공존을 지적한 바 있다. 어떨 때는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면서도, 또 

다른 어떤 측면에 해서는 무관심에 가까운 둔감함을 보여줄 때가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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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음미”(1999), “유교 자본주의,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IMF: 세기말 한국과 철학의 빈곤‘(1998), ”유교와 

자본주의의 선택적 친화력?: 한국의 경험과 비판 그리고 전망“(1995) 같은 글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필자가 유교와 자본주의 관련 글들을 쓰면서 부딪히게 된 몇 가지 문제점 혹은 쟁점

들을 정리해보고자 하며, 그런 정리를 통해서 유교와 자본주의의 관계 여하 및 유교자본주의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더 깊고 많은 논의를 위한 하나의 토론꺼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베버 테제’와 재음미 

오랫동안 ‘유교’는 근 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장애물로 여겨져왔다, 그 연원을 따져 보자면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제기했던 명제[막스 베버 테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지적인 자이언트로서의 막스 

베버는 ‘근  서구 문명의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세계적인 의의와 타당성이 내포된 발전방향을 지향하는 문화

현상, 특히 ‘자본주의’가 서구사회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4) 

이어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이른바 ‘베버 테제’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

다. 적극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성립에 기여했다는 것, 소극적으로는 여타 다른 (지역의) 종

교 윤리는 자본주의 성립에 방해가 되거나 저해했다는 것. 이들 두 측면은 서로 배치된다기 보다는 상호보완

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가 세계 각 지역의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때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의 ‘종교사회

학’ 연구나 미완의 저작 《세계 종교의 경제윤리》(1915)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논평하자면 베버의 문제의식은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자본주의가 오직 서구 사

회에서만 생겨났는가”에 한 탐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왜 다른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는

가”하는 식의 부정적인 물음은 일종의 ‘지적인 폭력’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5)       

그같은 문제의식은 지난 날의 ‘자본주의 맹아’과도 이어지고 있다.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점

4) 베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근 적 생활에 운명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주의”(des schicksalvollste Macht 

unsers modern Lebens, Kapitaliosmus).

5) 베버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이같은 

비판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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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사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아내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듯 하다. 동아시아에서 문제의 연원은 모택동이 “중국 봉건사회 내의 상품경제의 발전은 이미 자본주의 맹아

를 품고 있었다. 만일 외국 자본주의 향이 없었더라면 중국도 완만하게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을 것”이라 

발언한 데에 있다. 이후 중국 사학계는 자본주의 맹아 찾기에 몰두했다. 북한의 역사학계와 한국사학계에서도 

그런 연구가 유행했던 듯 하다. 그런데 명청 시 를 검토한 여 시(余英時)는 “어떠한 자본주의 맹아도 진정으

로 보지 못했다”고 선언했다.6)

동아시아에 관한한 근 적 자본주의의 ‘기원’과 ‘발생’이라는 주제는 일정한 거리 너머에 있는 게 아닐까. 

‘맹아’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맹아일 뿐이라는 것. 게다가 중요한 사실은 서구의 근 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그 자체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자기팽창(확 ) 과정을 겪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와 더불어 근  

세계시스템의 형성이라 해도 좋겠다. 

따라서 비서구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문제는, 서구 자본주의 팽창과 근  세계시스템의 관련 하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이미 세계의 ‘기준’(global standard)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비서구사회로서는 그같은 팽창적

인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문제 다. 강제적으로 편입되었고, 그 속에서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다. 

‘적응’ 형태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여주었다. 그것 역시 

‘적응’의 산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현상은, 그리고 그에 한 설명으로서의 유교자본주의론은 막스 

베버 시  보다 한참 후인 1970년  후반에야 등장하게 되었다. 그 기간은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동아시아의 ‘놀라운 기적’이란 서구 사회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서구사회의 다

른 지역들, 예컨  인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3. 유교와 퓨리터니즘(Puritanism) 

종교와 경제 현상의 관계에 주목했던 막스 베버는 세계 각 지역의 종교를 연구했으며, 《불교와 힌두교》
《유교와 도교》등의 저술을 남겼다. 주목을 끄는 것은 《유교와 도교》7)라 하겠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6)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김석근 1999를 참조할 것.

7) Konfuzianismus und Taoismus는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논집》(Gesammelte Aufsatze zur Religionssoziologie) 제 1권

에 실려 있다. 어로 번역되면서 알려진 로 《중국의 종교(The Religion of China)》(trans. and ed. by Hans H. Gerth,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51)이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다. 역본을 이행했으며, 이하 The Religion of China

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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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자신의 독특한 가치이념과 이론에 입각해서 동양사회를 바라보

고 또 논평했다. 서구의 ‘근 성’이란 관점으로 동아시아를 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막스 베버가 중국의 표적인 종교로서의 유교와 도교를 바라보았을 때, 일차적인 기준은 역시 퓨리터니즘, 

다시 말해서 근 의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낳았던 그것이었다. 그는 유교와 퓨리터니즘의 차이에 주목했을 뿐

만 아니라 유교적인 에토스가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막스 베버는 유교에 해서 ‘합리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의 합리주의 내지

는 ‘유교적 합리주의’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유교적 합리주의가 퓨리터니즘의 합리주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마지 않았다. 

“유교적인 생활태도는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퓨리터니즘의 경우처럼 안으로부터 밖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안으로 결정된 생활태도 다. 이 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 리욕’ 및 부의 

존중과 결합된 냉정함과 절약만으로는, 특히 근 적인 경제적 직업인 정신이라는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정

신’(Kapitalistischer Geist)을 결코 표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정신을 낳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강조는 

인용자)8) 

또한 베버는 ‘유교와 퓨리터니즘’을 비교하고 자본주의와의 친화력을 논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기

준 혹은 척도에 해서도 말하고 있다. “종교가 나타내고 있는 합리화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두 개의 척도

가 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내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그 종교가 어느 정도로까지 

‘주술’을 탈피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신과 이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 따른 이 세계에 한 그 종교 

자체의 윤리적 관계가 그 종교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까지 체계적으로 통일되었는가이다.”9)    

주술로부터의 탈피에 해서, 막스 베버는 오로지 퓨리터니즘에서만 ‘세계의 주술로부터의 완전한 해

방’(die ganzliche Entzauberung der Welt)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퓨리터니즘이 ‘세계에 한 강렬하

고도 격정적인 긴장 립’(gewaltige unf pathetische Spannung gegenuber der Welt)의 관계 속으로 어 

넣는 반면, 유교에서는 현세에 한 긴장 립을 절 적으로 극소화시키고 있다. 거기서는 ‘무조건적인 현세 

긍정과 현세 적응’(unbedingte Weltbejahung und Weltanpassung)이 나올 수 있을 뿐이다. 세계를 합리적

으로 개조하는 것과 주어진 세계에 적응하는 것. 유교적인 합리주의는 ‘현세에의 합리적 적응’(rationale 
8) The Religion of China, 247쪽. 

9) The Religion of China,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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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passung an die Welt)이라면, 퓨리턴적 합리주의는 ‘현세를 합리적으로 지배하는 것’(rationale 
Beherrschung der Welt)이라 한다.

창조주, 절 자로서의 유일신(God)의 존재로 특징지워지는 기독교와 천(天)과 리(理)에 중점을 두었던 유교

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유교에 한 설명이 잘못된 서술은 아니라 하겠다. 오히려 유교의 현실적 공능(功能)에 

해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스 베버는 지극히 제한된 중국 관련 자료들--《논어》《맹자》《노자》 등 소수의 번역본과 

《통감강목》의 프랑스 번역본 및 초기 선교사와 한 학자의 작품 정도—을 보고 썼을 뿐이다. 훌륭한 종교사회

학자 지만 동양학, 특히 유교에 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자면 유교의 역사, 원시유교와 신유학

의 차이도 제 로 몰랐다는 것이다.   

또한 베버는 통째로서의 유교와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의 퓨리터니즘을 비교했는데, 비교 수준이라는 측면

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루터와 캘빈, 그리고 여러 종파를 구별하는 

그라면, 유교에서도 선진 시 의 유교, 한 의 유교, 신유학으로서의 주자학과 양명학 식으로 구분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도저히 기 할 수 없는 일이었다.     

4. ‘유교 자본주의’: 언제, 누가, 그리고 왜? 

그렇다면 유교가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언제, 누가, 그리고 왜 나왔는가? 우선 다음과 같

은 외국인 학자의 발언에서 출발해보기로 하자.  

“가족중심주의, 사회기강의 유지, 건전한 노동정신 등은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교의 향권에 속하는 태평양 

연안국들의 장점이다.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시아의 전통문화가 후진 경제를 선진 산업국 열에 

들어서게 하는 과정을 수월하게 하 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제 2차 세계 전 이후 태평양 연안의 

수백만 가구들이 이와 같이 자진해서 열심히 일하며 희생하는 정신을 발휘하게 하 던 것을 우리는 ‘유교적 

노동윤리’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David Aikman 1986, 5~6쪽)  

어느 시점에선가 등장한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Asia’s Four Little Dragons)이라는 구절이 단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작은 용’이 있다면 ‘큰 용’도 있다. 큰 용은 누구인가.10) 제 2차 전 이후 몇 십년 만에 

경제적 강 국으로 떠오른 일본. 그 무렵 등장한 ‘Japan, Number One’이란 말은 상징적이다. 국의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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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라 한다면 일본의 자본주의는 ‘유교 자본주의’라 할 만 하다는 발언도 일찌감치 

나왔다(森嶋通夫 1978).

그랬다, 일본 만이 아니었다. 그 뒤를 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 OECD 보고서)이라는 찬사도 나왔다. 그와 더불어 

동아시아 모델이 화려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콩과 싱가포르라는 (당시의) 두 도시국가의 번 이 먼저 논의되었고, 이어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호랑이)’이란 범주가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시점은 략 1970년  후반 정도

로 비정된다. 아울러 그런 사실 자체가 ‘유교’에 주목하는 요인이 되어 주었다. 역시 일본을 선두로 한 동아시

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다. 

“‘유교문화권’이란 용어는 아시아 NIES의 경제발전에 당면한 구미 학자들이 1970년  말부터 그 배경으로

서의 유교 문화에 착안하기 시작한 데서 발단하고 있다.” “유교문화권이라는 생각은 한국, 만, 홍콩, 싱가폴

의 경제발전에 촉발되어 생겨난 것으로, 그 경제발전을 유교의 가족집단주의, 학습존중, 윤리규범의 중시 등

의 측면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려는 것이었다. 즉 유교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보려는 것이며, 그로부터 ‘유교자본주의’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溝口雄三⋅中嶋嶺雄 1991, 2-3쪽)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구미 학자들 보다 언론이 먼저 주목했다. 1977년 6월 6일자 Newsweek 지는 <한국인

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특집을 마련했으며, “한국의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유교 전통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1979년 5월 21일자 Time도 한국 특집호를 꾸몄으며, 역시 그 성장 요인이 유교 전통에서 유래하는 

바 크다고 보도했다. 

이어 1980년 2월 (9-15일) The Economist에 맥파커(R. Mac-Farguhar)는 ‘The Post-Confucian 

Challenge’라는 글을 실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유교적 전통과 윤

리관에 기인하는 것이라 했다. 나아가서는 유교 문화권이 장차 서방세계의 우월적인 지위에 한 중 한 도전

자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한 그 지역의 유교 윤리가 서구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처럼 경제발전

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원동력으로 교육존중, 성취의욕, 근면절검, 가족 및 소속단체에 한 

귀속충성, 개인에 한 집단의 우선, 질서 서열의 존중 등을 들었다. 

10) 최근 수업시간에 이런 물음을 던졌더니 많은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중국’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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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을 더 과감하게 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미래학자들, 그들은 

유교 문화권이 서구 세계에 한 중 한 도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에 힘입어 유교 문화

권에 한 재조명, 유교 르네상스(Confucian Renaissance)를 구가한 것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아
시아, 태평양의 시 ’가 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다. 

특히 허만 칸(H. Kahn)의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유교’와 연관지워서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책이며, 그는 

가장 먼저 또 본격적으로 유가 윤리에 의해 동아시아 경제 기적의 미스터리를 해석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11)    

5. ‘유교’ 없는 ‘유교 자본주의’ ? 

그러면 왜 하필 ‘유교’ 자본주의 을까?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돌이켜 보자면 서구의 많은 학자들에 이어 

동아시아 및 한국의 학자들까지 그런 해석에 합류하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발전 문제를 어떻게 유교와 연결시

켜 설명하게 되었을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해서 신고전파 경제학, 신흥공업국, 후발산업화,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 

등, 정치경제학 내지 제도적인 접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교’라는 문화적 요인에 주목한 셈이다. 

뒤집어 보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특이한(?) 경제 현상에 해서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이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순수 경제학적인 측면 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객관적으로 자본, 자원, 인구, 기술 등 경제적인 요소를 보자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

유시장 경제를 유지했다거나 권위주의 정부 주도 하에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벽에 부딪히지 않

을 수 없었다. 비슷한 체제나 제도를 경험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같은 놀라운 경제성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이다. 한 때 동아시아 지역에 비견되곤 하던 라틴 아메리카, 권위주의 체제로 특징지워지던 라틴 아메리카

의 경제적 좌절 역시 크게 한 몫 했던 듯 하다. 

순수 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특히 네 마리 작은 용의 성장 

11) 이상의 서술은 김석근 2006을 많이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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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을 규명하려는 노력 가운데 마침내 그 지역의 공통된 문화 유산으로서의 ‘유교’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와 더불어 ‘유교 자본주의’ ‘유교 노동윤리’ 같은, 어떻게 보면 유교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낯설고 새로운 조어들이 그런 사정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국에서 유교 자본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 구체적으로 95년 이후가 아닐까 한

다. 그 해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 회에서는 ‘유교와 민주주의’ ‘유교와 자본주의’라는 타이틀로 두 패널을 마

련했다. 한국정치학회에서 (유교와 민주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교와 자본주의를 분명한 주제로 내걸었다

는 사실 자체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유교와 자본주의의 관계 여하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하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계간 잡지《전통과 현 》의 창간이었다. 전통과 현 의 바람직한 관

계 설정과 융합을 지향했던 잡지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유교와 자본주의 관계에 주목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본격적인 ‘유교’ 전문가라 하기는 어려운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해갔다는 점 역시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12) 편집 동인들이 유교를 하는 입장이나 ‘유교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입장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이 공존하기도 했다.13) 

아무튼 유교 자본주의에 찬성하거나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유교의 덕목들, 예컨  가족중심주의, 사회기강 

유지, 건전한 노동정신, 교육존중, 성취의욕, 근면절검, 가족 및 소속단체에 한 귀속감, 개인 보다 집단과 

단체 우선, 질서와 서열의 존중 등이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준 것으로 설명했다. 반 하는 입장에서는 

유교 자체가 갖는 기본 덕목들이 과연 자본주의의 그것에 친화성을 갖는가, 오히려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자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오히혀 사회주의와 친화성을 갖는게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되

기도 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른바 IMF 사태와 더불어 유교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목소리는 움츠러들 수 밖

에 없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겨졌던 유교의 미덕은 부패, 연고주의, 불투명성 등에 연루되었다.14) 

기적은 환상이었고, 네 마리 작은 호랑이는 역시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식이었다. 동시에 ‘동아시아

의 성공과 좌절’(한국비교사회학회, 1998)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은 실패하 는가’(한국정치연구회, 1998) 식

으로 좌절과 실패를 논하는 입장도 표명되기에 이르 다. 

12) 당시 사회과학자들의 유교에 한 관심을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어》도 제 로 한 번 안 읽어본 

사람들이 유교 운운 한다는 식의 비판 혹은 비난(?)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문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 그리고 나름 로 공동연구 역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3) 필자의 경우, 은근히 편집 동인들 사이의 열띤 논쟁을 기 하고 있었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14) 논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연고주의’의 장점을 지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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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내세우면서 이루어지던 가차

없는 구조 조정과 정리해고(실업)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세기말 한국과 

철학의 빈곤’(“유교자본주의,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IMF: 세기말 한국과 철학의 빈곤”, 1998)을 신랄하게 나

무라기도 했다. 열렬한 ‘유교’ 옹호론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나 관례를 세계화와 신자유주

의 경제질서라는 이름 하에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세태에 한 나름 로의 비판인 셈이었다. 

아울러 그 무렵, 필자가 생각했던 것은 —- 지금도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해도 좋겠다 -- 다음과 같은 점들이

라 할 수 있겠다.15) 우선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기원이 아니라 ‘적응’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막스 베버의 유교 인식을 응용한다면, 유교에는 ‘세계에의 적응’, ‘현세에의 합리적 적응’이라는 

측면이 적극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적응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압축적인 그것이었으므로 상당

한 정도의 후유증(!)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응할 만한 독자적인 정신

이 미약하거나 분명치 않다는 것, 이어 윤리와 도덕의 부재, 단적으로 경제윤리와 경제정의의 부재 현상 같은 

두드러지게 되었다. 정작 그 과정에서 정작 유교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16) 

그와 더불어 이후의 한국 경제가 적응해가야 할 새로운 현세는 거리낌없이 질주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라는 점, ‘세계에의 적응’, ‘현세에의 합리적 적응’이라는 유교의 덕목이 다시금 작동하게 될 것이라

는 점. 과연 그 적응이 어느 정도의 시간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도 

던져 보았다.17) 그런 의문에는 한국의 경제가 ‘적응’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까지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비젼’에 한 것도 담겨 있었다.18) 

  

6. ‘유교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             

‘유교 자본주의’론은 어떤 체계적인 이론적, 학문적인 토  위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현실에 나타난 현상

과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일종의 임시변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서구 사회에서 일본

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그것이 점차로 ‘전파’된 것으

15) 김석근 1999의 맺음말 부분 참조. 

16)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유교 없는 ‘유교 자본주의’론>이라는 비평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17) 앞에서 본 것처럼 유교의 ‘현실 적응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구체적

인 시간까지는 점칠 수 없었지만.  

18) 단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른바 G7국가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 같은 것.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한국 경제가 이룰 수 있었던 성과에는 유교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김석근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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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진다.    

특별히 ‘유교’라는 문화적 요소에 주목한 것은, 그 상 국가들이 이른바 ‘유교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순수 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에 오히려 더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같은 ‘유교자본주의’론에 담겨 있는 암묵적인 이데올로기 내지 은유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다소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유교 자본주의론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하며 토론

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해보고자 한다. 

우선, ‘유교 자본주의’론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발전론’적인 기조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

아 지역의 성공이 보여주고 있듯이, 여타의 다른 제 3세계 지역 역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듯 하다. 특히 한 때 유행했던 종속이론에 한 일종의 ‘반증’(反證) 자료로서의 성격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둘째, ‘유교 자본주의’론의 등장 배경에는 종속이론의 실패와 라틴 아메리카의 좌절이라는 측면도 나름 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종속이론 내에서도 반주변부, 종속발전, 아류제국주의 이론 등을 빌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론의 원산지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발전의 사닥다리’에서 벗어

나고, 이른바 ‘반주변부’에서 계층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종속이론은 급속하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셋째, 동아시아의 후발 산업화 국가들에 해서 서구 사회가 갖게 된 약간의 경계심 내지 우려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21세기는 ‘유교 문화권의 시 ’라거나 ‘아시아⋅태평양의 시 ’가 될 것이라는 소문과 

예언(?)의 원산지 역시 다름아닌 서구 사회 다. 일찍이 필자는 그것을 ‘신황화론’(New Yellow Peril)이라 표

현한 적이 있다.19) 

넷째, ‘현  신유가’로 표되는 ‘중화(中華)의식’, 혹은 중국중심적인 세계관 역시 한 몫 했던 듯 하다. 그것

은 중국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퇴조, 혹은 중국적인 사회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 독일 학자는 명쾌하게 

“마르크스는 공자에게 졌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교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뚜웨이밍(杜維明) 등 ‘현  

신유가’로 꼽히는 학자들이 그런 흐름에 편승했다. 중화경제권, 화교경제권, 다같은 황제의 자손 식의 의식이 

19) 오늘날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G2시 ’를 구가하는 걸 보면 전혀 터무니 없는 ‘예언’은 아니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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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듯 하다.       

7. 맺음말   

오늘날 어디에 유교가 있는가, 그리고 유교는 또 어디에 있는가. 유교적 전통 내지 전통 사상으로서의 유교

는 오늘날 우리의 삶(생활세계)과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근 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통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또 그것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모했는가. 유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동의(同意) 여부는 차치해두고서라도, ‘유교 자본주의’론은 ‘유교’와 ‘자본주의’를 결합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의 경제성장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적어도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유교’에 주목하

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막스 베버가 ‘근  서구 문명의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정신적 연원을 퓨리터니즘에서 찾아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의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유

교의 역사적, 사회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유교와 자본주의의 상관성에 해서 제 로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회를 조금 피력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유교 자본주의’론은 아직 제 로 한 번 본격적으로 논의되

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또 그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어떤 때는 유행이 지나치게 심해서 문제고, 또 그 유행이 

지나가면 이미 한 물 가버린 것처럼 여기면서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유교와 연결시켜서 논의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교를 깊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현재적인 논의 자체를 피하거나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지나친 결벽주의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길게 보면 그런 논의 

자체가 유용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것은 역시 서로 다른 역 사이의 소통과 화를 계속 해가는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에게 ‘유교’가 

익숙치 않다면 공부를 하면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한 인문학자들과 소통과 협업을 시

도하면 될 것이다. 그야말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필요하다는 것, 사실 마음만 있으

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해외유학과 수입을 통한 전파된 사회과학이 아니라 현실을 상으로 

삼아 이 땅에 뿌리내리는 자주적인 사회과학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 힘든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학문의 정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20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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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한자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루었거나 급속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유교의 가치나 윤리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러나 유교의 정

치경제적 이념이나 도덕 윤리적 가치관들이 베버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여부와 상관없이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 세계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자본주의에 친화적이거나 자본주의 정신을 내장한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자본주의 정신을 종교에서 구하는 베버의 접근 방법 자체

를 재검토하여 안적 관점을 구하겠다. 그 다음에 유교 문화가 한국 자본주의에서 한 역할과 그 방식을 제시

해 보려고 한다. 

필자는 역사학자인 그린펠드(Liah Greenfeld)의 민족주의(nationalism)와 발전경제학자인 라이너트 부자

(Erik Reinert⋅Sophus Reinert)의 안적 경제발전이론과 ‘중상주의’ 경제사상사 연구 등에 의거하여 베버

가 주장했던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경제적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자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민족주의, 즉 형성된 민족적 정체성이 국가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행위규범의 기준을 

경제성장 지향으로 만들어 여기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성립했다. 이 자본주의 정신이 발휘되어서 지속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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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륙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산업화를 완성하고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다른 민족들의 

민족주의를 발흥하게 하고 그 “반응적(reactive) 민족주의”들이 선진국을 ‘모방(emulation)’함으로써 자본주

의가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고 본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이 순간까지도 자본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운

명을 같이 해오고 있다고 본다. 경제적 민족주의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점은 한국의 압축적 경제 성장의 역

사에서 더욱 더 잘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 ‘따라 잡기’를 위한 경제적 민족

주의가 한국 사회의 전통인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문명적 자존심에 기초해 구축됐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 상호 관련성과 한국 자본주의 정신의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정신: 베버 테제를 넘어서

우선 민족주의야말로 자본주의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보자. 인간의 행위에는 

언제나 그 기저에 의식, 가치, 지향과 동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관점에서 일찍이 백 여 년 전에 베버는 

개신교 종파인 캘빈주의의 예정설 때문에 구원 가능성에 한 불안을 견디지 못한 신자들이 현세에서의 생활 

합리화로 극복해 보려는 심리에서 자본주의의 합리적 정신과 생활윤리가 성립시켰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발생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베버 자신의 표현 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경제발전 사이의 친화적 상

관관계를 주장한 것이었고 하나의 가설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베버는 서구에서 자본주의를 발생시킨 여러 부

문의 제도적 특징과 역량을 연구했다. 이러한 서구 특징적인 제도적 역량들에 점화한 것이 개신교의 캘빈주의 

윤리라는 것이었다(Weber, 1946). 그러나 베버의 이 주장은 같은 캘빈주의 국가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선진이

었던 네덜란드 공화국을 제치고 후진이었던 국이 산업화를 먼저 성취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의 물음은 왜 끝없는 소득 증가에 한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경도가 개인 레벨에서 인간 본성을 구성

하는 합리적 이기심으로 규정되게 됐고, 사회의 레벨에서 공동선과 최고의 집합 이익으로 규정되게 됐는가다. 

이전에는 기독교에서나 유교에서나 인간이 소득 증가를 추구하는 성향을 잘해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회들

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은 일부 개인들의 특징으로 여겨졌었다. 따라서 취득 충동과 그것의 극적인 안정화에 

관한 이런 사회적 태도의 변화 뒤에 새로운 세속적 형식의 집합 의식이자 윤리적 기준의 새 시스템인 민족주의

가 서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민족주의를 현 적 경제 활동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으

로, 그리고 현  경제 출현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인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이 민족주의를 이 과정에서의 유일한 행위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왜 일어나느냐에 한 

그 어떠한 설명도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느냐에 한 설명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다. 왜 경제 발전이 바람직한 목표가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것과 그것의 실현을 가능케 한 조건들과 메커니즘

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일이다. 여기서는 왜(why)의 문제, 다시 말하자면 욕망만 다루고 역량(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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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의 문제는 제외하고자 한다.

다만 욕구와 역량의 관계-베버가 자본주의 정신과 조직에 관해 이미 주장했듯이-가 필연적이거나 단순한 

상호의존의 하나가 아니라는 점은 지적해 둔다. 베버가 시사했듯이,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요인들의 

상호 재강화의 관계로 가장 잘 개념화된다. 즉 역량이 존재할 때 그 가장 적절한 표현을 발견하는 마음의 태도

와 마음의 태도로부터 그 가장 적절한 동력을 끌어내는 역량 간의 관계가 그것이다.

근  경제를 생각할 때 서너 가지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민족주의에 주목하게 만든다. 우선, 민족주의는 

광의의 ‘산업혁명’ 연 기에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장점을 가지며, 특히 국의 눈부시고도 당황스러운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국이 역사상 가장 먼저 경제적 이륙을 이룩했던 점이 경제학과 경제사의 

“자연 진화”이론의 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국이 경제적 지배력을 장악할 문턱에서 국은 세계에서 가

장 선진된 경제가 아니었다. 경제적 이륙을 위한 전제조건들의 구축이라는 객관적 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16세기 말까지는 네덜란드 공화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국보다 최초의 경제적 이

륙국이 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이 역동적인 과정을 가진다는 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로 국의 흥기가 기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국이 뒤처진 데서 나

와 더 선진된 이 경제들을 뒤따라 잡아 추월했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똑같이 캘빈주의인 네덜란드공화국이 

아니라, 상 적으로 후진인 국이 돌파구를 성취하고 근  경제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지배를 획득했다는 사

실은 “프로테스탄트 윤리” 테제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칙이고 이례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주장에 

끌어들임으로써 이 변칙들을 해결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최초로 국에서 출현해서, 거기서 사회의 우세한 비전이 되고 1600년까지 사회의식을 효과적

으로 전환시켰다. 비슷한 전환들이 여타의 곳에서 감지되기 까지는 백 여 년이 더 지나야 했다. 특히 네덜란드

에서는 아마도 사회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 선진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체성과 의식의 

발전이 훨씬 더 지체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은 새 정신을 획득한 

최초의 나라 다. 게다가 약 2세기 동안 그 새로운 경제적 의식을 소유한 유일한 나라 다. 이 정신, 이 원동

력은 국의 상 적으로 별 볼일 없는 자원들에다가 하나의 요소를 더해 주었다. 그 요소는 빈약한 자원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고, 변환시키며 확 하여, 다른 나라들이 그 여정을 위해 더 잘 갖춰져 있었을지도 모르

는 그 여정을 국으로 하여금 떠맡도록 감을 주고 고취하 으며, 그리하여 국에게 다른 나라들에 한 

경쟁 우위를 주었던 그런 새로운 정신이었던 것이다.

프로테스탄티즘과는 달리, 민족주의는 근 경제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사회구조의 유형을 필연적으로 촉

진한다. 민족주의는 내재적으로 평등주의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 중심적인 문화적 결과들의 하나로

서 사회적 위계의 성격을 재규정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멸시됐던 직업들, 특히 이윤 추구 지향의 직업들을 

지위 상승시키고, 그 직업들을 재능을 끌어들이는 것- 베버가 캘빈주의의 예정조화 교리와 소명론에 부여한 

기능-으로 만든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지위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평가되는 국가의 존엄성 즉 위신에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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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들의 투자 때문에 민족주의는 국제적 경쟁을 내포한다. 이것이 “경쟁력”을 한 국가가 그 자신의 자가 

이미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규정하는 분야들에서의 성공의 척도로 만들고, 민족(국가)의식을 가진 사회들로 

하여금 점점 벌어지는 선발국과의 경주에 헌신하게 한다. 경제가 경쟁의 장들 속에 포함돼 있을 때 이것은 

변함없는 성장에의 헌신을 전제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근  경제에 특징적인 지속적인 성장은 자기 지속적

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에 의해 자극되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족주의는 경제적 성취, 경쟁력과 번 이 긍정적이고 중요한 민족적 가치로 정의될 때

만 이런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을 능동적으로 촉진한다. 이제 이것은 어떤 민족주의의 유형과 특정 성격에 

의존하는 것이다.

국의 장 한 경제적 성공과 전반적인 슈퍼 파워 지위로의 상승은 경제적 경쟁력의 주요 촉진제들이었고, 

많은 반응적 민족주의 또한 경제학에 초점을 맞추게 했으며, 근 의 “경제적 문명”의 형성에 크게 공헌하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의 이런 향이 단순히 문화적 요인의 향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적 향 

그 자체 다는 점이다. 그것은 민족주의가 자연적인 경제적 욕망을 윤리적 고려들이나 사회적 우려⋅관심의 

구속적인 감독⋅보호에서 단지 해방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톨릭의 가르침이나 다른 이

데올로기 구조들과 달리 경제성장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덕택이 아니다. 반 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가치

를 부여하고 자연적으로 전파하는 사회적 에너지들을 경제성장에 집중하게 한, 하나의 새로운 세트의 윤리와 

사회적 관심을 민족주의가 제공했다는 사실 덕택이었다.

국은 그 국민의식이 개인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국민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유

무역 같은 경제적 자유의 사상을 둘러싼 오래 끈 논쟁과 당연한 것으로서 사익을 공익에 연계시키려는 데 들어

간 시간에 의해 드러나듯이, 국에서의 초기 경제적 민족주의는 국가의 공동선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었

다. 국의 개인 구성원들의 선은 국가의 공동선에 복종되고 종속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서너 세기 후에 

경제적 자유주의의 적들이 그러는 것과 흡사했다(Greenfeld, 2001; 2007).

후후발국으로서 한국은 그 반응적 민족주의가 압축적 경제성장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짊어졌

다. 경제성장 지향은, 민족주의의 산물인 한편으로, 민족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은 아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어

떤 나라의 경제가 국제적 경쟁의 장들 속에 포함되는 곳에서만 발견된다. 자본주의 정신의 성립은 나라마다 

그 환경에 따라 다르다. 국민의식이 최초 형성된 후 몇 년 또는 몇 세  만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결정적 환경이 민족주의 경제사상가 리스트(Friedrich List)의 활동이었다. 먼저 언급해 둔다면, 한국

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5.16혁명이라는 박정희의 민족의 무기력한 역사에 한 “충절의 반역”을 계기로 본격적

으로 시작됐다. “멸사봉공”의 가치에 입각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와 통일에 의한 조율된 행동의 힘

이 작동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민족주의들은 경제발전의 스타일에 미치는 그 향에 있어서 또한 다르다.  각 사업 

윤리의 성격, 행위와 조직의 형태들, 선호하는 경제활동 분야 등등에서 그렇다. 경제성장에 한 유일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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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기부여에서의 변화다. 그 동기 즉 자본주의 정신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열광이 식어간다거

나, 경제로부터 다른 목표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또는 경제성장으로부터 단순히 철수하는 방향 재설정이 일어

나면 경제성장은 쇠퇴한다. 

단순한 사욕 즉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은 경제성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도덕적 목표를 가져야 그 특유의 

합리적 행위가 나온다. 한국 민족주의의 민족중흥이나 조국 근 화와 같은 이념과 목표다. 한국의 기업인

들은 국가의 표, 민족의 표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한다. 이 점은 미국인의 독특한 전통에 배태된 미국의 

기업가들의 사적인 경쟁 방식과 달리, 미국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성격이 강하

고 단호하게 민족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것이다. 이상의 설명이 민족주의가 자본주의 

정신인 까닭이다.

3. 경제발전의 정치경제학

그러한 민족주의와 짝을 이루어 전개됐던 이른바 ‘중상주의’ 경제사상과 경제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구축된 

새로운 발전경제학 이론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현 적 경제를 성취한 모든 선⋅후발국의 경제 과정들

에 보편적으로 합치하는 이론일 뿐 아니라 한국의 여정이 그것의 적실성을 입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민족주의의 역할을 살펴 본 데서 알 수 있듯이, 퍼스트 무버 던 국만을 제외하고 

유럽과 함께 나중에 세계의 다른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부의 확산은 의식적으로 ‘모방’이라는 정책을 추구한 

결과 다. 아니 국 조차도 당시 선진이었던 네덜란드공화국을 모방했다. ‘근 화’를 하려면 힘을 이용한 규

모의 경제를 창출해내야 한다. 그러려면 무력이 존재해야 하고 동원이 가능해야 한다. 사상과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국제 경쟁의 장이 있어서 모방과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

유럽이 그처럼 고르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기본 전략은 계몽주의 경제학이 ‘모방(emulation)’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모방을 위해 개발된 광범위한 정책 도구 세트 다. ‘모방’은 어떤 성취나 자질 면에서 다른 사람들

과 동등해지거나 능가하려는 시도 내지는 동등해지거나 우월해지려는 욕망이나 야심이라고 정의된다. 모방은 

본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으로 질투나 시기심과는 비된다. 박정희의 소원과 목표가 일본을 모방하고 

경쟁하여 능가하기 다. 이 고전적인 ‘모방’이라는 개념과 거의 딱 맞는 새로운 용어가 미국 경제학자 아브라

모비츠가 사용한 ‘따라 잡기(catch up)’와 ‘앞으로 나아가기(forge ahead)’다. 세 가지 개념 모두 역동적 경쟁

이라는 해석이 담긴 개념으로 리카르도 이후 고전파 경제학의 핵심 이론인 비교 우위론에 반 한다.

계몽주의 시 의 모방의 경제학, 즉 중상주의 경제학은 특정한 성격의 경제적 활동을 차별시했다. 제조업을 

숭배한 것이 유럽의 발전이 거둔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 제조업에서 얻는 이익은 ‘3중의 지 ’로 확산된다. 

경 자에게는 수익으로, 고용인에게는 일자리로, 정부에게는 세금 증 하는 형태로 확산된다. 지  추구가 

자본주의의 근본 추진력이다. 문제는 이 지 가 높은 수익, 높은 임금, 과세 가능한 높은 소득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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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이른바 ‘완전 경쟁’이 추구하는 이론의 종착지는 제조업자들에

게 부를 창출해 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비교 우위’론은 후발국들은 농업과 같은 수확체감적 경제활동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 같은 것만 하라고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이데올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개 

경제 발전은 특정 경제 정책을 사용한 매우 의도적인 결과로 나온다. 경제발전의 특정 활동 의존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 불균등한 경제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세계의 생산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근본 동력은 인간의 재능과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신지식과 기업가적 능력이다. 교육 받은 인

재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그런 연계된 노력은 19세기 미국에서부터 제2차 전 이후 한국과 1980년 이

후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발전 정책의 특징이었다. 그런 전략은 늘 자유방임 정책과는 멀찌감치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스미스 이전의 이른바 중상주의 경제학에서는 ‘문명’을 건설하는 일, 제조업을 구

축하는 일, 나중에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일이 모두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일한 과정의 부분들로 여겨졌

다.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도 원자재 생산으로부터 벗어나 경제를 다변화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첫째로 가

장 중요한 인과관계의 화살표가 정치 구조로부터 경제 구조가 아니라, 경제 구조(도시의 기술자 및 산업 활

동)로부터 정치 구조 쪽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런 산업 활동은 사실상 예외 없이 산업에 한 목

표의식과 육성 및 보호가 없었다면 창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의 창조와 보호가 바로 민주주의를 창조

하고 보호하는 일이다. 경제 성장은 극히 소수의 경제 활동 만이 가파른 학습 곡선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특

정 활동 의존적이다.

케인즈와 슘페터가 모두 중상주의 및 스미스 이전 경제학을 옹호했음에도 중상주의라는 말은 가장 심한 모

욕이 되고 있다. 특정 경제 활동이 경제 성장과 복지를 더 진작시킨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일러 흔히 중상

주의자라고 한다. 중상주의자는 수확체증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 활동 범위를 특정 활동에 유리하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 최근 들어 가난한 나라의 산업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자 일련의 새로운 논의

가 전개되었다. 산업 정책이 ‘지  추구’와 ‘연고주의’를 창출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발전은 지 를 

창출하여 균형을 깨뜨리는 구조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즉 슘페터가 말한 혁신 때문이다. 지 가 없어야 한다

고 고집하는 것은 고정적이고 정지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런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활동을 보호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고, 그런 활동은 결국 연줄

을 만든다. 

경제발전은 국가의 공적 이익을 자본가들의 사적 투자 이익과 일치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신고전파 이래 

일반적인 경제학은 비즈니스 세계의 동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 우위’론이 추구해 온 식민주의 경제

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했다. 연고주의가 없는 경제란 신고전파 모델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조를 기반으로 

삼는 연고주의 신에 슘페터식 연고주의를 택하면 빈국들은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슘페터식 연고

주의는 한 나라와 전 세계의 경제적 파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슘페터식 연줄은 슘페터가 수확 체증 및 

급속한 기술 변화의 복합물인 “역사적 수확체증”이라고 부른 환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한 나라가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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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산업화되고 나면, 수확체증을 달성하고 신기술을 획득하는 등 처음에는 보호가 필요했던 요인들이 이제는 

더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해 더 크고 더 국제적인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E. Reinert, 2007; S. Reinert, 2011; M. Cimoli⋅G. Dosi⋅ J. Stiglitz, 2009; 장하

준, 2002).

앞서 두 개의 장에서 본 것처럼 민족주의는 자본주의화와 모방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사회적 

위계를 재정의한다. 결국 경제적 성취, 경쟁력과 번 은 민족주의의 유형과 특징에 의존한다.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의 특징을 살펴서 한국 자본주의 정신의 모습과 한국 경제발전의 원인을 밝혀볼 차례다. 한국 민족주

의는 유교문화에 배태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교의 문명적 자존감에서 나오는 ‘배워서 따라 

잡기’를 하는 정신이다. 또한 그것은 유교 문화의 강한 사회적 지위 의식의 발현을 통해 작동한다. 경제 발전

은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저변의 질적 변화를 내포한다. 그것은 윤리적 가치와 통합의 이념 및 역동적인 정치

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경제발전을 한갓 자본 축적과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의 뒤처진 경제를 그 상태로 구화시키는 공식이 되었다. 라이너트의 새로운 발전 경제학 캐논은 경제 

정책의 역사에 한 그의 풍부한 지식을 통해 불균등 발전에 한 이해를 심화시켜 줌으로써 한국의 역동적 

경제건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4. 유교의 문화 역량과 정치경제학
 

베버는 일찍이 유교 문명은 자본주의를 발생시킬 수는 없는 성격의 제도들과 가치 윤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교가 자본주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으로써 자본주의가 전파되는 상황에서 

유교의 현실 적응력을 인정해 두기도 했다(Weber, 1951). 베버 테제를 넘어 서고자 하는 자본주의 정신 이론

과 불균등 발전의 정치경제학을 수용하고자 하는 필자는 베버의 주장과 틀에 구애됨이 없이 유교 문화의 몇 

가지 가치와 윤리가 한국에서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했고 어떤 

특질을 가진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유교가 스스로의 문명에 하여 내면적으로 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다. 유교 문명은 비록 과학 기술적 역량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술로부터

의 해방(disenchantment)'된 정신상태다. 유교 문명은 그 ’華夷觀‘에 입각해서, 문화적⋅정신적 자존감에서는 

천하와 만물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 중국이 만주족

의 세상이 된 후로는 ’小中華‘로 자처했으니 그 내면적⋅문화적 자존심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 

의식, 즉 한국의 문화적 자존감이 개발 시 에 들어와서는 앞 장들에서 말한 선진국 ’모방'하기를 극 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모방’이란 부러워하면서 상 방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겨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따라 잡기’다. 유교문화의 담지자로서 유교적 교양인은 자기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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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현했을 때 그냥 정신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근본주의적으로 전면적인 저항을 하거나 정신적 

도피를 하지 않는다. 유교 교양인의 주류는 “배워서 이기기”를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유교문화의 

특성이 제국으로서 자기 자신 앞에 등장한 일본과 미국을 모방하기에 열심이었고, 거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이겨내려고 그렇게 몰두한 정신적 기반이었고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계에 한 의식이 매우 발달해서 지위상승 욕구가 강했다. 따라서 유교 문명에서 교육열과 

향학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조선 사회가 역사적으로 귀족제 사회가 아니었고 과거제라는 능력주

의 제도가 운 됐다는 점과도 관계있다. 어쨌든 유교적 자존심은 고등한 상태, 즉 중심을 지향하며 문화적 

성취욕과 적응력을 매우 강하게 했고 눈높이를 매우 높게 했다.

둘째로 유교는 ‘배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유교는 배움과 학습의 철학, 아니 “배움의 종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유교의 표적 경전인 論語의 시작이 學자다. 배움의 

가치와 즐거움을 설교하고 있다. 게다가 “學而時習”, 즉 학습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말 배움의 종교

답다. 제조업 시 인들 ‘학습력’이 약하고서야 성공이 가능했겠는가? 

‘배움’이라는 學자의 뜻이 의미심장하다. 學의 옛 기본적 뜻은 ‘본받음’이었다. ‘본받음’이란 반드시 자기 자

신의 부족과 결핍을 자각할 때만 행해진다는 특별한 전제가 있는 인간행위다. 인간은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자각했을 때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곧 ‘본받음’이라는 것이

다. 이런 옛사람들의 생각을 확장해 보면, 배움이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움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은 변화와 성장은 현재 자신이 알고 있거나 경험해본 것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해본 것으로 성취한 결과가 현재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움은 자신의 

외부에 본을 설정하고 이를 닮으려 애쓰는 본받음과 매우 닮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실질적 변화와 성장

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새로운, 낯선 방식과 친숙해지는 과정이요 익숙해

지는 과정이다. 참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삶의 방식, 예를 들어 경제 의식의 부면을 들자면 

소작농의 근면함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기꺼이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게 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배우는 자는 선택이 옳다면 도전은 계속된다(韓在壎, 2014).

‘배움’을 지상 가치로 여기는 의식이 ‘배워서 이기기’ 마인드의 출발점이 된다. 이것은 ‘화이관’에 입각하여 

‘화’가 되어야 한다는 눈높이를 가지게 한다. 이 ‘지위주의’가 다른 고등 문명을 만날 때 결국 근본주의적으로 

저항하는 반응이 아니라 적응, 다시 말하자면 ‘배워서 이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상 발전시키게 되는 

역설이 성립한다. 거기에는 자기 성찰을 중시하는 유교 가치에 담겨있는 진정한 인격적 자존감이 역할을 한

다. 자존감에서 남에 한 배려가 나온다. 그래서 유교의 근본 가치인 仁(사랑)은 忠恕(자신에게 성실하고 남

을 배려하는 마음)라고 공자가 설명했던 것이다. 자기 문화에 한 근본적인 자신감이 없으면 도피하거나 전

면 항거하게 된다. 선비에게는 고만고만한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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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서당에서 논어까지 배웠던 유교 교양을 가지는 있었던 기업가 정주 이 ‘배움’에 하여 가지고 

있던 당당하고도 치열한 자세는 시사하는 바 크다. 정주 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자존심은 집에다 

두고 와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 방이 나를 얕잡아 보고 업신여겨

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그를 뛰어넘어서 콧 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오기를 품더라도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

면서 자존심 때문에 아는 척을 하려 드는 모습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앞에 가는 

세 사람 중에 반드시 배울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거나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는 

공자의 가르침과 같다고 하겠다. 결국 유교의 배움에 한 생각은 “君子求諸己”라는 공자의 말로 집약된다. 

자신이 불우하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라고 가르쳤다. 자아 성찰이다. 결국 大丈夫의 浩然之
氣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不動心을 기를 것을 주장한 孟子의 가르침이 이런 자신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맹자의 “ 장부”론은 “修身”론과 더불어 도덕적 주체임과 동시에 행위에 한 책임 주체로서의 개인주의

가 유교의 기저에 전제돼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유교의 성찰적이고 문명적인 사고방식이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 잡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저력이 됐다고 하겠다.

셋째로 유교의 정치경제론이 ‘선공후사’라는 가치를 기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삶과 함께 지속되어 온 부와 덕 내지 물질과 도덕의 담론과 관련과도 관련된다. 공자는 부를 죄악시하

지 않았다. 그는 예를 지키면서 정당한 부를 즐기는 중용을 권고했다. 맹자도 백성과 함께 부를 즐기라(“與民
樂”)고 하 다. 이와 같이 유교는 시장을 문명제도의 핵심 요소로서 수긍하고, 또 정치계급인 군자가 아닌 일

반 백성들의 이익추구 행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다. 그런 전제 위에서 공자는 국가의 역할을 “백성의 

살림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고르지 않음을 근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분배적 경제

론은 ‘경제발전’이라는 관념이 탄생하기 이전의 전근  사회에서 일반적인 경세론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도덕

경제적 이상은 선공후사 윤리 가치를 깊이 심어 놓았다. 결국 유교에서 국가경 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공자가 

“가난하면 원망이 많다”고 했고 맹자가 백성은 “無恒産 無恒心”이라고 했듯이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해방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이 물질의 욕망에 휘둘리는 교만을 걷어내는 일, 즉 예를 지키는 것이 된다(배병삼, 

2012). 이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선공후사의 가치는 앞서 말한 로 자본주의를 향하여 

경제적 이륙을 할 때 서구 나라들에서도 공적인 이익이 배타적인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역사적 상황에서 발전

국가를 위한 공사관이 유교의 가치 속에 마련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옳은 일에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목숨을 거는 義의 가치다. 의로움은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상식이나 세인의 평가가 두려워 행동에 옮기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행동 선택의 기준은 그것이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가 아니라 그 것이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다. 결국 그것

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인들 사이

에 회자되던 경구가 있었다. “ 국인들이 하라고 하는 로 하지 말고, 국인들이 실제 했던 것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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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ert, 2007)." 그 말은 국의 경제학이 가리키는 로 후진 농업국이 비교 우위론에 따라 농업에 주력하

면 되지 제조업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권고의 뒤에 숨겨있는 함정을 알아챘다는 뜻이었다. 한국의 경우 애

국주의의 열정에 따라 강 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열망에서 국내외의 반 와 조소를 무릅쓰고 중화학공

업화를 감행함으로써 그 함정을 피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다섯째로, 유교의 가족주의는 효와 제를 사회 전반으로 차등적으로 확장하여 仁政, 즉 화목한 세상을 이루

자는 생각이다. 유교 가족주의의 본래 의미는 노사관계를 비롯해 이기주의의 만연을 방지하고 공과 사를 조율

적인 사회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이념이다. 미국도 국도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제조업 부문이 

공동화되었다. 기업가들의 공익을 생각하는 인의 도덕 경 과 노동자들의 협조가 만나면 사익들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유교 자본주의’의 구현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교에서 효는 근본 가치이자 윤리로 

종교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유교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어서가는 저승에서도 현세에서의 지위를 그 로 가지

고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금장태, 2009). 따라서 성공해서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또 조상을 잘 재현해야 

된다는 의무감인 효의 윤리가 근면과 성실에 기초한 성취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류석춘 외, 2005; 

Lew, 2012).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지위나 신분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 유교 문화의 

강한 지위주의가 나오는 동시에 조상을 훌륭하게 계승해야 하는 자식들에 한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열성을 쏟게 한다. 이와 같이 효를 알고 행하는 문명인이라는 도덕적 자부심이 강하여 화이관을 형성할 정도

로 도덕적 우위성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문명에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점이 특징이었다.

5. 한국 자본주의 정신의 특질

각 국가의 경제 사상은 각 국가의 특정한 민족주의를 반 한다. 앞서 제시한 이러한 유교 문명에 배태된 

높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높은 눈높이는 더 높은 문명이 출현했을 때 자기 나라의 무기력한 현실에 분노하게 

한다. 때문에 자기 사회와 나라의 개혁과 혁명을 위하여 맹자의 역성혁명과 같은 반역을 감행하게 한다. 바로 

민족의 역사에 한 ‘충절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이 사리사익을 추구하는 암군 고종 

퇴위와 공화제 혁명을 기도했고, 박정희는 집권층의 고식성과 사리사욕 추구와 국민들의 무기력성과 비합리

적 생활윤리 총체에 한 반역으로서 군사혁명을 했다.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문제이

기도 했고 그래서 박정희의 근 화 혁명은 당 의 모든 인간을 상 로 한 主意主義적 동원을 특징으로 했다. 

그것이 경제적 민족주의 고 선공후사로의 전회 다. 자본주의의 최초의 선발 주자 던 국에서와 같이 초

기 경제적 민족주의 시기에는 국가의 공동선이 배타적으로 우선시됐던 것처럼, 사익은 공익 내지 국익에 복종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조선시 의 ‘以公滅私’의 윤리에서 ‘선공후사’ 내지 ‘멸사봉공’ 윤리로의 전회가 일어났음을 의미한

다. ‘이공멸사’는 조선시 의 유교를 지배했던 가치로서 공으로 표현되던 효나 충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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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로 표현되던 사욕과 같은 인지상정을 사람의 내면 차원에서 가차 없이 억누르고 제거해야 된다는 윤리

다. 이는 도덕을 극단적으로 어붙인 것으로 경제와 사회를 쇠퇴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

다. 이에 반해 ‘멸사봉공’은 사익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전제한 위에 국가와 같은 공적인 존재에 하여 봉사하

자는 윤리다. 이러한 진화에는 다른 문명으로부터의 ‘배움’이 있었다. 이승만에게는 구미 개신교 윤리, 박정희

에게는 일본식 ‘멸사봉공’ 윤리가 그것이었다. 

그 결과 박정희 시  발전국가의 민족주의는 ‘자조 자립 근면 협동’을 가치로 내세운 개인주의 윤리와 공동

체주의 윤리의 조화, 즉 중용이었다. 사업 수행 방식으로 발전국가는 개인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각성을 전제

한 위에 개인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단위로 경쟁을 시키고 그 집단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썼다. 결국 박정희는 

유교의 말폐와 그 전근 적 측면을 통렬히 비판하고 개혁했지만 가난하고 억눌려서 무기력해진 서민들을 중산

층으로 끌어올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원시 유교 본래의 경세 이념에 닿아 있다고 

하겠다.

이승만 정부 시절은 물론 박정희 통령의 발전국가 시기인 1960년 와 1970년 에도 미국이 중화학공업

화를 권유하거나 성공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은 일본을 따라 잡아 민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뼈에 사무친 한풀이 의식이 있었다. 그리

고 그 기저에는 유교적 관점이 또한 무의식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유교 문화의 위계주의 내지 서열주

의다. 인간 사회 어디에나 있어온 것이지만 유교 문화에서 序次에 매우 관심이 높았다. 만사를 서열로 확정하

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고 경향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류 레벨에 

속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조선 시 에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중국의 한족 

왕조국가에 이어 2위라고 스스로 여겼다. 만주족 왕조인 청국에 해서는 스스로 華, 즉 문화적으로 1위로 

자처했다. 현 에 와서는 미국에 이어 일본과 같은 반열인 세계 2위권은 되어야 한다는 꿈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고방식 내지 자존감은 한국 기독교의 선민의식에도 문화적으로 밑바탕이 됐다고 추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국민 다수의 잠재적 여망 위에서 정치 리더들과 경제 리더들은 궁벽한 처지에서도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분투했다고 하겠다. 

베버는 君子不器(군자는 정치하는 자이지, 특정 직무에 쓰이는 그릇이 아니다)론이 치자계급을 위한 인문학

적 교양인의 양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문적 직업성이 없어서 자본주의 정신에 상치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는 과학, 기술, 기능인의 양성에 총력을 기울 다. 그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지위 질서에 큰 전환이 일어났다. ‘사농공상’이 상당히 무너지고 역전되게 됐다. 기업은 “사회적 公器” 내지 

“기업보국” 내지 “과학입국”, “기술 입국”을 신념으로 하는, 말하자면 “君子必器(군자는 특정 직무에 밝아야 

한다)론”이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는 것이 형성됐다고 본다. 기업가 이병철은 “언제나 삼성은 새 사업을 선택

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명확했다. 국가적 필요성이 무엇이냐, 국민의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세계시장에

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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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의 기업들은 꼭 경제적으로 수익을 극 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 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우리-‘우리기업’과 ‘우리나라’-도 반도체 같은 앞선 물건을 만드는 ‘잘난’ 열에 동참해야겠다는 동

기에서 강하게 움직 던 것이다. 이것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심리적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

으로 수익을 극 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우연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가는 ‘잘난’ 물건이란 

부가가치도 높은 상품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워낙 많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은 수익은커녕 많은 적자를 낳게 될 행동이 된다. 이때 만약에 경제적 수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모험을 결코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종의 다른 가치적 동기가 작용하면 그것을 

극복하게도 한다. 거기서 ‘인격’을 강조하는 유교의 특성이 그러한 역할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해 냈다. 여기서 

또한 유교가 공동체 지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잘난 기업 못지않게 잘난 나라를 지향

하는 데 작용해 왔다(조혜인, 2007).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강한 애국심과 유교 문화에 

배태된 사익과 공익의 조율성을 특질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결어

자본주의는 전통 종교나 문화의 가치와 윤리를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발달시키며 나아가 이

기주의를 조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개인주의가 자본주의의 토 던 전통 문화의 가치들을 침식

하게 되자 자본주의 경제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경제성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민족주의적 열정이 식어가거나, 

또는 다른 가치들에 과도한 관심을 돌려질 때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그 정신인 민족주의의 

지속적인 열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공화주의’적 가치는 새롭게 조명

되어 다시 한 번 국민 윤리의 정립에 도움을 주어 제2의 경제발전의 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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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화, 민족주의, 한국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논평

이재율(토론) - 계명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 논문은 역사학자인 그린펠드와 발전경제학자인 라이너트 부자의 연구에 주로 의거하여 자본주의 정신 

및 원동력이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경제적 민족주의에서 발원했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시 유교 문화에 기반한 경제 민족주의라고 보았다. 이것은 베버의 명제와 조되는 것으

로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글이다. 먼저 논문을 간단히 요약하고 논평하려고 한다. 

<요 약> 

저자에 의하면, 변방 국가에 불과했던 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한 것은 국이 16세기에 먼저 민

족주의 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평등주의적이어서 전통사회에서 멸시받던 이윤추구 지향 직

업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또한 국제적 경쟁을 촉발하므로 경제성장 경쟁을 일으켰고, 이것이 성장의 에너지

다는 것이다. 

중상주의 이래 경제성장의 과정은 국가간의 경쟁과 모방의 과정이었다. 선진국 제조업을 모방하여 국내에 

발전시킴으로써 성장이 가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적인 중상주의 경제정책이 필요했다. 

한국 민족주의는 유교문화에서 나온 민족주의이다. 그것은 ‘배워서 따라잡기’의 정신이다. 유교문화의 가치

가 한국의 경제적 민족주의에 기여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자신감 — 유교에서 나온 한국인의 ‘소중화’ 의식적 자존감이 선진국 모방하기로 나타남. 미국과 일본을 

모방하여 이기려는 자세. 

2) 배움에 최고의 가치 부여. 

3) ‘선공후사’의 정신 — 발전국가에서 필요.

4) 목숨을 건 의로움 – 예)중화학공업화 —비교우위론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열정의 표현

5) 가족주의 – 노사관계 등에서 조화, 도덕적 자부심

한국 자본주의 정신

1) 박정희의 근 화 혁명은 경제적 민족주의의 점화이고 선공후사의 정신, 국익우선이었다. 이공멸사에서 

멸사봉공으로 전환하여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꾀하 다. 

2) 중화학공업화 —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한풀이 — 유교문화의 위계주의, 일본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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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君子不器에서 君子必器로 

4) 경제적 수익에 상반되는 ‘잘난’ 열.

*한국의 자본주의 정신 = 경제적 민족주의 = 강한 애국심, 유교적인 사익과 공익의 조율

결론: 민족주의와 성장에 한 열정이 식으면 성장과 자본주의 쇠퇴-->공화주의적 가치 요청

<논 평>

1.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은 무엇인가?

저자는 자본주의 정신 및 원동력이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경제적 민족주의에서 발원했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그 근거로 베버 명제가 같은 개신교 국가이면서 앞서 나가던 네덜란드를 제치고 국이 먼저 산업화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점만으로 베버 명제가 곤경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네덜란드는 17세기까지 앞서 나갔으나 란전쟁, 프랑스와의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국력을 소모하

고 해상무역권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업화에서 국에 추월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네덜

란드 사례가 베버 명제를 반박하고 민족주의를 안으로 제시하는 충분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은 “합법적 이윤을 직업으로서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했

다. 중세까지 기독교는 경제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이윤극 화에 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런 입장은 

고  그리스사상도 비슷하 다. 그러므로 이익추구를 정당화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자본주의의 태동에 있어서 

필요하 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물질적 욕망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종교가 그것을 통제해왔던 것이다. 그

런 차에 개신교의 소명관과 세속내적 금욕, 직업적 성공에 의한 신의 광 고양 등의 사상은 중세적 기독교로

부터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혹은 중상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향을 미

친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원동력으로서 개신교 윤리와 민족주의가 서로 립되는, 양자택일적인 

관계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국 민족주의의 발원에서 종교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헨리 8세의 이혼을 

위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국은 가톨릭적 기독교세계에서 분리하여 먼저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독

일이나 네덜란드, 북유럽의 경우에도 종교개혁이 기독교 보편주의로부터 민족주의를 고취시킨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한 것은 민족주의 때문인가?

저자는 국이 16세기 말까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쳐졌는데, 국이 먼저 산업화한 것은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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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하 다. 민족주의는 내적으로는 봉건적인 분권제의 극복과 애국적 열정, 외적으로 국익우선

의 중상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나타난다. 민족주의적 열정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중상주의적 경제정

책이 초기 자본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한 점에 해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중상주의정

책을 통해 루이 14세의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의 열에 올랐으나 궁전 건축비, 낭트칙령의 폐지에 따른 위

그노의 량 이주(주로 상공업자들) 등에 의해 좌초하고 말았다. 발전 여부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이룩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요인을 보면, 18-19세기에 걸친 농업

혁명, 18세기 후반의 집중적인 기계 발명(특허제도, 보상, 실증적 태도), 풍부한 석탄과 철, 정치적 안정, 재산

권 보장 등이다. 이런 경제적 요인 이외에 베버가 말한 개신교 윤리에 의한 자본주의 정신도 향을 주었으리

라 생각한다. 국 민족주의와 중상주의 정책은 당시로서는 적절하 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나, 그것은 여러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된다.  

3. 중상주의 정책의 공과

중상주의는 국민국가 형성기에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제정책이었다. 중금주의에서 출발하여 무역흑자 극

화를 위한 수출촉진과 수입억제, 그리고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을 추진하 다. 중상주의 정책이 항상 모방과 

따라잡기를 추구한 것이라기보다 수출과 수입 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가장 선진 단계에 있

는 국가도 중상주의를 추구했던 것이다. 

따라잡기를 본격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초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해 턴이었고, 그의 주장은 나중에 보호

주의 정책을 통한 공업화로 귀결되었다. 그의 사상은 독일의 리스트로 이어지고, 현 경제학에서도 유치산업

보호론으로 발전되었다. 후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론에 따른 자유무역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다. 그래서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고 공업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은 수출

증 와 수입 체를 동시에 추진하는 신중상주의정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공업화를 달성하 다. 

중상주의는 항상 성공을 가져다주는가? 일찍이 스미스도 주장하 듯이, 지나친 국가개입이 초래하는 비효

율과 소비자의 희생이 발생하고, 국가간 무역전쟁 등이 유발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민족주의는 산업화 달성 

시기까지 필요하지만, 그 후에는 국가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이니시어티브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런 국가들간의 자유무

역은 호혜적인 결과를 낳는다. 

4.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

저자는 한국의 고도성장의 이면에 경제적 민족주의가 자본주의 정신으로 작용하 고, 그것은 유교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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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기초해 있다고 하 다. 또한 한국 유교 문화의 가치는 ‘소중화’적 자신감, 배움, 선공후사 정신, 의로

움, 가족주의이며, 한국의 경제 민족주의의 점화는 박정희의 5.16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주장하 다. 

고도성장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정부는 경제자립과 고성장, 정부주도정책을 추구한 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국익우선주의에 유교적 가치인 멸사봉공의 정신이 작용했

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그리고 국가적 자존감을 고취시켜 성장을 추진하 다. 민족주의적 열정과 국가주도적 

공업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과정에는 냉철한 합리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화학공업화나 반도체산업 투자가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애국주의적 

열정’이나 ‘잘난’ 열에의 동참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중화학공업화는 곧 경공업이 경쟁력을 상실

할 것에 한 비와 군수산업의 필요성 등 합리적 판단의 산물인 측면이 강하다. 

다만 케인스가 말한 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애국주의적 열정이 정부와 기업 리더들

의 판단과 추진력에 향을 끼쳤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결어에서 “자본주의는 그 정신인 민족주의의 지속적인 열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주장

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단정적인 주장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민족주의가 발전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흐름을 역전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교가 갖는 공동체주의적 가치

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 또한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자칫 공익과 국익을 우선하면서 소수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교는 효를 

중심한 가족적 가치와 함께 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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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과 동양의 심미적 정서

리우칭펑 (劉淸風 - <21세기> 편집장/홍콩 중문 학 중국문화연구소 명예연구원)

개요

주지하다시피 서양과 동양은 서로 완전히 다른 미학적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고  그리

스, 로마시 부터 현 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자연을 모방하는 심미적 원칙과 정신이 지금까지 회화 등 예술

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 회화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산수화가 주류를 이루는 점이 

서양과 다르며, 그것은 유학의 수신(修身)모식 및 가치전달양식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 동양과 서양

은 이렇게 다른 심미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예술사연구에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근래, 중국미술학원은 진관타오(金觀濤), 마오젠보(毛建波)교수 및 본인의 주도로 십 여명의 석 박사들과 

함께 ｢중국사상과 회화｣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사 부의 수신(修身)과 사고방식의 변화부터 시작하여 산수

화의 기원 및 송명이학과 동시에 출현한 사상사적 배경을 연구하 다. 이 연구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기의 화론(畵論) 문헌 해석을 토 로 각 시 의 중국의 미적 정서의 성숙 과 발달사를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서는 관련 연구의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유학과 동양의 심미적 정서에 한 관련연구를 개척

하고자 한다.

1. 중국의 심미의식과 도덕수신(道德修身)

4  문명은 각각 서로 다른 생명의식과 정당성에 한 최종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인류의 진실

에 한 이해, 도덕적 기반, 심미 등 각 방면을 투 하고 있다. 각 문명의 심미적 패러다임은 그 궁극적 관

심과 일치하며, 회화와 조각 등 표현 상형상의 예술형식을 제약한다. 중국은 선진시 부터, 공맹(孔孟)이 

도덕을 궁극적 관심으로 하는 유가사상의 전통을 이루어 중국 전통사회의 주류사상이 되었다. 그러나, 기

존의 미술사 연구는 중국의 심미정신과 전통회화 및 유가사 상과 그 변화에 한 관계에 해 오랫동안 주

목하지 않았다.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중국미원(中國美院)은 중국 전통 회화 교육의 요지로, 2004년부터 진관타오 교수가 

본교의 학원생을 상으로 ‘중국사상사’를 강의하고 있다. 중국미원의 교사와⋅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중국 

전통문화와 사상이 여전히 전통회화 교육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중국 유학 (儒學)

과 회화의 관계에 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2008년부터, 중국미원 쉬장 (許江) 원장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

미원은 ‘중국사상과 회화’라는 새로운 모토를 가지고 연구할 석 박사 지원자를 모집하 고 진관타오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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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젠보 교수를 지도교수로, 본인은 보조 지도교수로 6년 동안 탄탄한 연구팀을 형성하 다. 송 명이학과 

산수화의 동시 기원과 변천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우리 팀은 각 시기 별로, 각 방면에서 서로 맞물리는 연구

를 진행하 으며, 본인은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거둔 의미 있는 성과에 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사상과 회화’의 1기 박사생 중 한명인 화조화가 장동화(張東華)선생의 연구제목은 남송시  화가 송백

인(宋伯仁)의 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 이다. 송백인
1
 은 저명한 유학자도 아니고 그의 작품도 유명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의 화보를 연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 가 책으로 엮어질 당시가 

이학(理學)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던 남송시 으며, 이 화보의 연구를 통 하여 중국의 심미 의식이 성숙한 이

후의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전신(傳神)’ 또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국회화를 이야기 할 때, 이 단어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이나 실제적인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

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은 왜냐하면, 20세기 초 중국이 과거제를 폐지하고, 과학이 격치(格致)를 체하고, 

특히 54운동 이후, 지금의 중국인은 역사 상 사 부가 어떻게 격치를 통해 수양 했는지 잊었기 때문이며, 그들

이 그림을 그리던 마음 상태 및 회화와 수신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는 고 의 서론

이나 화보의 해석을 통해 사 부가 어떻게 그림을 수신과 동일시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선비들의 미적 정서 

그리고 회화와 수신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장동화는 3년의 연구를 통해 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가 일반적인 의미의 매화화보가 아니며, 송백인이 

매화를 통해 수양한 수신의 형상을 표현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송백인은 매화에 탐닉했으며, 매화를 심고 관

찰하고, 감상하 으며, ‘매화가 곧 천지(一梅花具一乾坤)’임을 깨달았다.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의 서문
2
 중 

그는 매화화보를 제작하는 것이 매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함 이라고 썼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들을 감동시켜 조정을 나가 서는 장수를 하도록 하고 조정에 들어와서는 재상을 맡도록 

하여 벼슬아치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천하를 태산처럼 편안한 상태로 만든다(動愛君憂國之士 ， 出欲
將，入欲相，垂紳正笏，措天下於泰山之安). 송나라 때 ‘희신(喜神)’이라는 단 어의 뜻은 화상(畵像)이었다. 

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 는 송백이 매화를 위해 세심하게 그린 화상이라 할 수 있으며, 매화로 군자의 

인격을 말함으로써, 매화와 사군자의 고상한품덕을 경험했다.

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는 100폭의 각기 다른 형태의 매화를 그려낸 화첩으 로, 각 100수의 화제(畵題)가 

있다. 아래 두 예를 통해 어떻게 송백인이 매화로써 수신하고, 교화를 선양했는지 알 수 있다.

<선(扇)>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보면, 매화의 형태가 부채의 면 같다. 화제(畵題)는 “구화(九華)와 육각(六
角)은 유전하는 명칭이 같지 않네. 백성을 이만큼 위로하는 것이 없으니, 나를 위하여 인풍(仁風)을 불러일으

켜다오. (九華幷六角, 流傳名 不同, 無如慰黎庶, 爲我揚仁風)” 이다. 주희 역시 일찍이 부채를 예로 들어 도

(道)와 기(器)에 해 설명한바 있다. 
3
송백인의 시는 매화를 부채의 형태로 보아 부채의 이치를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부채는 바람으로 사람에게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넘어서 어진 바람을 일으켜(揚仁風) 서민을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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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 다. 그 의 매화모식은 꽃의 모양을 부채와 같이 보고, 매화와 부채의 상통하는 이치를 끌어내어 

“어진 바람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즉, 화(花)-리(理)-선(扇)- 리(理)-인(仁)이다.

그 옆의 <고홍규월(孤鴻叫月)>을 보자. 매화의 꽃이 만개한 모양이다. 꽃잎 두 장이 나부끼고 있는 것이 

아득히 멀고 넓은 하늘에서 날고 있는 외로운 기러기의 형상이다. 화제(畵題)는 “足下一封書, 子卿歸自虜. 雖
曰誑單于, 孤忠傳萬古”이며, 이 시는 소무가 양을 방목했다는 전고를 가지고 있고 군주와 나라에 한 충의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매화-리(理)-고홍규월(孤鴻叫月)-리(理)-충(忠) 이다. 이 두 가지 예를 통

해, 송백인의 격매(格梅, 매화에 해 깊이 구명함)는 전형적인 정주식<취진격>수양모식이다. 즉,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취해 그것의 성리(性理)를 헤아리고 보편적인 이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정호(程顥)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다만 한 가지 일에서 다하면, 다른 것은 미루어 알 수 있 다(但於一事上窮盡，其他可以類推｣
如｢觀鷄雛，此可觀仁)

4
.” 



222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특별강연Ⅲ

장화동의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송백인이 격매(格梅), 화매(畫梅)하는 과정 에서 천리와 상통한 유가도

덕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복원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남송시기 정주이학(程朱理學)과 심미정신이 

모두 성숙한 이후, 사 부의 일상 수양과 그들의 미적 정서와 창작이 이미 하나가 되어, 예술작품이 곧 도 

덕과 인품이 되는 자아서사와 표현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문 명의 심미적 패러다임의 독

특한 점은 그것이 중국문인의 일상적인 수신과 하나로 융화되어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서양 미학의 핵심이기에, 그 미학의 원 칙은 예술작품이 객관적인 

상과 일치하는 ‘진실’을 최 한 표현하는 것이라면, 중국 심미학의 원칙은 전신(傳神)과 사의(寫意)이며, 그 

함의는 예술 작품은 객관적 진실을 간단히 모방하거나 재현해서는 안되며, 형사(形似) 의 신사(神似)를 뛰 어 

넘어야 한다. 동시에, 작품은 창작자의 도덕수양의 표현이어야 한다. 장동화의 연구의 토  위에, 2009년 박

사과정에 입학한 판화가 자오차오(趙超)선생과 인물 화가 뤄샤오산(羅小珊)선생은 각각 화산수관념(畫山水觀
念)과 인물화전신론(人物 畫傳神論)의 기원에 해 연구하 다. 이 둘의 연구결과, 중국의 이러한 독특한 심미

적 원칙이 기원에서 살펴보면, 현학과 불교문화가 수백 년 동안 미친 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

다.

2. 현학의 장자에 대한 재해석 및 재성(才性)과 전신(傳神)론의 기원

중국문화와 도덕수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심미패러다임의 기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유

학(儒學)사의 첫 번째  위기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을 알아차려야 한다. 중국현 사상의 기원(中國現代思
想的起源)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본인과 진관타오 교수가 동한말년에 정치적 쇠퇴와 반복적인 천재(天 裁)그

리고 북부 반 유목민족의 거 이동 등의 원인으로 우주론적 유학의 쇠퇴를 초래하고 통일제국의 건설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사상사 적으로 중 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우주론적 불가욕

(不可欲)으로 인해 유가적 가치에 전면적인 반발을 일으켜 현학이 신속하게 발전했다는 점이다. 우리 는 유가

의 도덕적 가치에 적으로 반발함으로써 한(漢)나라의 유학이 삼국(三 國)위진(魏晉)의 현학으로 전화하게 

된 내재적 논리를 묘사하 다. 현학은 도가가 아니며, 도가 노장의 반규범⋅무위⋅자연 등 사상으로 새로운 

도덕으로 삼는 가치추구이다.

미술사계는 이미 현풍(玄風)이 번창하여 인도 승중관철학(大乘中觀哲學)이 중국 륙을 풍미한 위진남북

조 시기가 중국 심미 기원의 사상사적 배경이라는 것은 모두 공인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

는가? 이것은 반드시 사상에서 탐구해야 한다. 객체형상을 표현하는 회화 등의 예술로서, ‘진(眞)’을 추구 하고 

표현하는 것과 서로 관련이 있으나 도덕을 추구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선진(先秦)시기, ‘진(眞)’
은 도가만의 관념이었으며, 그 의미는 자연이연(自然而然) 그리고 어떤 물체 또는 현상의 본래의 뜻을 말한다. 

장자
5
 는 특히 물아일체의 소요자재(어떤 외물에도 얽히지 않고 살아가는 정신적 자유)를 강조 하 다. 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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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윤리규범을 반 하고, 모든 물체에 해 자연 그 로 감상 하는 태도를 취하 다. 이러한 정신적 취향

은 유가의 도덕적 추구와는 전혀 상관 이 없다. 그러나 ‘진(眞)’은 선진시기 유가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공맹은 ‘성 (誠)’을 강조하 다. ‘성(誠)’은 선을 향한 도덕적 의지를 강조하 고, 중국의 독특 한 심미적 기원

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도가, 특히 장자가 ‘진(眞)’과 ‘자연(自然)’에 한 숭상이 어떻게 유가가 도덕질서를 포

함하는 보편적 성리(性理)의 ‘진(眞)’으로 전이되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처음 에는 심미 상과 유가윤리에 의존하고 있는 규범의의를 서로 분리해야 하며, 심미 상에 부여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 수신과 심미추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이는 위진시 부터 남

북조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현학 및 현학이 인도 불교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 동한(東漢)말, 유

학의 우주론이 실패로 끝나고, 현학이 우주유학에 적으로 맞서는 이데올로기로 부상하 다. 현학이 발전

하면서 우주론적 유학과 반 의 길 을 걷던 도가적 가치가 새로운 도덕적 가치로 변화하 으며, 바로 이것이 

선(善) 을 향한 의지가 유가의 도덕윤리와 제도로부터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규범을 반 하는 “越名
教而任自然, 명교를 넘어 자연에 임한다”을 지향하고 세상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유행하 으며 유가윤리

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산수-사람의 외모 그리고 독특한 개성 등등이 모두 심미와 수신의 상이 되었다. 바

로 이것이 매우 독특한 회화와 심미 패러다임에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삼국 위진 시기에 두드

러졌는데, 인물을 품평하는 ‘재성(才性)’이 가장 중요한 시 적 화두가 되었다. 유소(劉劭)의 인물지 는 인물

을 품평하는 각도부터 현학의 근원이 된다. 인물지의 인물 품평에는 이중잣 를 들이댄다.  도덕성 정치성

은 물론 외재적 형식을 극도로 중시한다. ‘재성(才性)’은 사람의 외재적 특징과 내재적 품성의 종합적인 표현으

로 인물을 품평하는 것이 시 의 조류가 되었다. 일단 사람의 ‘재성 (才性)’과 외모 같은 타고난 자질이 내재적 

도덕의 외적 형식이라고 볼 때, 개인 의 독특한 용모와 기질은 심미와 회화의 표현 상이 될 수 있다. 왜
6
 심미

가 전 신(傳神)으로서 기준을 삼는가? 인물지의 도덕성과 외적 특징이라는 이중 잣 와 일치하여, 전신(傳
神)심미기준에는 내적, 외적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하며, 좋은 작품은 객체 외적인 부분을 표현하되 정신적인 

부분, 즉, 내적 기질이 더욱 잘 표현되어야 한다. 뤄샤오산(羅小珊)선생의 박사 논문은 ‘전신론(傳神論)’의 기

원을 연구하 다. 전신(傳神)이라는 단어는 불교 문헌에서 처음 보인다고 하 다. 또한 위진시  현학이란 뜻

의 변(辯) 형(形) 신(神)의 관계로부터 시작해 특히,‘신(神)’이라는 글자를 유 도 현 불교 문헌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동진시  인물화 가 고개(顧愷之)가 이야기 했던 회화 심미 중의 전

신론을 해독하 다. 뤄샤오산은, 위진 시기의 사람들은 형(形)과 신(神)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형과 신이 

분리되면, 신(神)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인물화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된다. 고개지의 형신(形神)이원분리 

신주형차(神主形次, 신이 주가되고 형 이 다음이 됨)사상은 인물화를 그리는데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아 인

물의 기질을 표현하고자 했다. 고개지가 말하는 천상묘득(遷想妙得), 이형사신(以形寫神), 오 통신(晤對通
神)은 모두 인물화의 화법이다. 이후 

7
전신론은 중국 인물화의 전 통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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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고개지의 낙신부도권(洛神賦圖卷)（宋摹本）（局部)

3. 수신방식의 변화와 산수화관념의 확립

현학은 도가의 새로운 가치 지향점으로서 형을 신과 서로 분리하게 해주었으며, 전신론의 기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진 현학이 불교를 받아들인 사실은 화산 수(畫山水)관념의 사상사적 기제가 되었다. 프랑스 

지리학자 벨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는 유일하게 두 문명만이 산수를 표현 상으로 삼아 풍경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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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해냈다. 하나는 문예부흥기의의 유럽, 최초의 풍경화가는 요아힘 파티니르(Joachim Patinir 1480-1524)

인데 기독교의 세속화와 풍경화와 정물화 기원 간의 내재적 관련성을 반 하 다. 나머지 하나는 위진⋅남북

조시 의 중국인데, 서양보다 약 천 년이나 빨랐다. 이 이론이 정확한 것은 아니나 
8
 현재로서는 고개지 의 

인물화를 볼 수 있으며, 동시기의 산수하는 전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진⋅ 남북조시기에는 화산수(畫山
水)관념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남조 종병(宗炳)의화산수서(畫山水序)을 중국 최초의 가장 중요 한 화론 문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산수화를 주요 형식으로 하는 중국회화전통 에 미학적 가치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자오차오 박사의 연구는 약 500자 정도의 화산수서(畫山水序) 를 해독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

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화산수(畫山水)는 수신의 관념으로 위진⋅남북조 시 에 출현했다. 당시 산수화는 

기법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탓인지 이 시기에 산수를 소재로 하는 회화작품은 아직까지 전해진 바 없다. 

그러다 당말오  산수 화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먼저 화산수(畫山水, 

산수를 그리다)라는 관념이 존재했고, 그 후에 산수화가 생겨났다. 관념이 먼저 생겨난, 즉, ‘전 이론, 후 실천’
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바로 이것 이 자오차오 연구의 핵심이다. 그는 종병(宗炳)의화산수서(畫山
水序)의 사상사적 배경과 사 부의 수신 방식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그 과정에서 이 화론의 취지는 

화산수를 확립 하는 것이 도덕수신의 의미의 관념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야 화산수가 의심할 여지 

없는 정당성과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오차오는
9
  또한, ‘화(畵)’라는 행위는 위진의 문인들이 

개인의 재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화산수’는 ‘관화중산수(觀畫中山水)’에서 유래되었으

며, ‘관산수화(觀山 水畫)’는 위진육조 시 의 유산수(遊山水) 같은 전형적인 수신행위의 연장선상이 다. 그러

므로, 화산수는 선비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신 체도의 방법이기도 했다. 동한말에 

유가의 우주론에 반발이 출현했을 때부터, ‘유(遊)’라는 선진도가에서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았던 ‘정의아(情意
我)’의 중요가치와 관념이 사 부로부터 추앙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 ‘유(遊)’는 한말의 ‘품평’하여 선발된 관리

와 사 부의 사교생활의 ‘유연(遊宴)’과 관련이 있었다. 현학이 처음 발흥하기 시작했을 때, 혜강(嵇康), 원적

(阮籍) 등 칠현은 자주 나무 숲에 모여 연회를 열었고 이것은 그들이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 다. 현학
10
은 곽상(郭象)에 이르러 노장학설 중의 ‘자연’이라는 핵심관념으로서 현명지경(玄冥之境)과 

물격자조 (物各自造)의 공통된 근거가 되었으며 자연산수를 포함한 만물의 가치를 확립하 다. 이렇게 산수는 

도가에서 말하는 허무한 소요자재(逍遙自在)가 아니라 산수 를 감상하는 것 역시 고매한 심미적 가치와 수신

의 의의를 띄게 되었고, 중국문화사상에서 유산수(遊山水)라는 가치를 발전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나중에 유협(劉勰)이 정리해서 말한 “노장사상이 후퇴하고, 자연미를 노래한 작품이 많아졌다(莊老告退，而山
水方滋)것과 같다. 동진 초기

11
 , 자연과 산수는 문인들의 시문과 노래의 상이 되었다. 문인들이 산수를 숭배

하게 되고, 그들의 ‘유(遊)’적 행위가 서로 결부하게 되면서 유산수(遊山水)는 사 부계층의 중요한 생활의 일 

부이자 수신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문화사상 감탄을 절로 자아내는 유산수(遊山水) 유행을 만들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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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볼 때, 종병(宗炳)의화산수서(畫山水序)가 동진말에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화산수서(畫山水序)의 첫 머리 세 구절 “성인은 도를 품고 사물을 비추어 보며, 현인은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만상을 음미한다. 산수의 경우는 형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묘한 의취가 있다(聖人含道映物，
賢者澄懐味像， 至於山水，質有而靈趣)”는 전문을 관통하는 요체이다. 

12
자오차오는 역사적 어의 방법을 사용

하여 구절 중 ‘성인(聖人)’이란 상에 해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위진의 승려집단, 거사 및 많은 문인들의 

문헌 중, 종병의 위 글을 포함하여, ‘성인(聖人)’은 모두 불(佛)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며 유가에서 말하는 성

인이 아니고, 현자야말로 사 군자(士君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증이며, 불교수신의 명상을 도입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위진육조 문인이 보편적으로 하던 자기 수양법이기도 한 것이 다. 앞 두 구절은 성인과 현자

의 수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는 형태와 운치 를 모두 갖추었다(質有而靈趣)라고 말하고 있는데, 산수를 

보는 것도 수신이 될 수 있다. 성과 현의 수신은 도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전문은 세 번에 걸쳐 ‘도’를 이야기하

고 있다. <聖人含道映物>, <聖人以神法道>에서 말하는 도는 주체의 열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선정수

신의 관련 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현학적 의의에서 말하는 객체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구절 

‘산수는 구체적 인 형상으로 도의 아름다움을 꾸며준다(山水以形媚道)’에서의 도는 문인은 산수의 형태를 감상

함으로써 수신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산수는 감정을 맡길 수 있는 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현학에서 

말하는 도인데, ‘산수에 이르러서는 형태와 운치를 모두 갖추었네 
13
(至於山水，質有而靈趣)’라의 의미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종병은 헌원이나 요임금 등 성현의 평생에는 반드시 유산수(遊山水), 즉 산수 중에서 노니는 

행적과 산수를 음미하는 모습이 보이며, 인자락(仁者樂, 어진 자의 즐거움)의 도를 얻었다고 했다. 산수에서 

말하는 ‘도(道)’와 ‘신(神)’의 가치적 의미를 확립한 이후, 종병은 자신 이 어떻게 산수를 사랑하고 거닐게 되었

는지 서술하고 있다. 삼십 여 년을 산수 에 깃들어 있다가 늙어 더 이상 마음껏 노닐 수 없게 되었을 때 산수를 

그림으로 써 그것을 체하 다. 사서에 따르면, 종병은 ‘늙음과 병이 모두 이르러 명산을 더 이상 두루 볼 

수 없겠구나. 이제는 마음을 닦고 도를 보며 누워서 노닐어야겠네 (老疾俱至，名山恐難遍睹，唯當澄懷觀道，
臥以游之)’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14
 늙어서 더 이상 산수를 즐길 수 없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누워 

도를 체 득할 수 밖에 없으니 산수를 그리면서 정신수양을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도의 신 비함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산수화를 그려낼 때는 눈앞에서 산과 물을 직접 보 듯이 마음도 산수의 험함을 감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수를 그리는 것은 신 을 펼칠 따름이다(暢神而已)라고 하는 정신적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고, ‘갖
가지 풍취를 지닌 삼라만상의 묘한 정신과 하나로 융화된다(萬趣融其神思)’, ‘정신적 초연함으로 이치를 얻

는다(神超理得)’는 도를 체험하는 신비한 수신의 과정이 된 다. 자오차오의 연구 상인 화산수서(畫山水序) 
의 중요성은 산수화관념을 지배 하는 것이 다만 장자나 위진 시 의 현학이 아니라는 점, 그것이 아니라 현학

이 승불교를 흡수하면서 불교의 명상수련과 현학적 유산수 수신이 서로 결합하며 생겨난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현학은 무와 자연을 가치지향점으로 두고 득의망 상(得意忘象,  뜻을 얻으면 상을 잊어라)과 득의망언

(得意忘言,  원리를 터득하면 그것을 설명했던 말은 필요가 없어 잊게 된다)을 강조하며 의(意)와 형(形)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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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하 고, 승중관불교는 자아와 현상세계를 허무한 것으로 보고 보편을 초월한 주체, 즉 여래의 합일을 

추구하 다. 현학과 불교는 모두 ‘신(神)’과 ‘형(形)’의 분리를 강조하 다. 그래서 문인은 현학과 불학으로 수

신하 고 유가윤리와 현실생 활을 분리시킬 수 있었고, 산수를 감상하고, 노닐고, 그리면서 하늘의 도를 깨달 

은 것이다. 현과 불의 결합은 화산수가 가진 고매한 도덕의 심미적 가치와 정당 성을 확립하 다. 이것은 화산

수관념이 위진⋅남북조 시 의 사상사에 기원하는 이유이다.

4. 이학(理學)과 산수화 

동한 말에서부터 위진⋅남북조 시 는 중국의 독특한 심미적 정신의 기원을 이 루는 시기다. 당나라 한유와 

유종원 등 유생들은 천 년 세월 동안 잠잠했던 맹자 의 심성론의 회복을 주장하며 불교에 항했고, 송나라 

때 성리학이 만들어지고 성숙하여 또 다른 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유학은 마침내 불교 도교와 융화되어 

새로운 유학으로 탄생했다. 산수화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국회화의 주류로 자 리잡았다. 지펑(計鋒)의 박사 

논문은 자오차오의 연구를 이어서 하는 것이었다. 그는 당말 오  형호(荊浩)의 필법기(筆法記)로부터 북송

오자(北宋五子)가 이학(理學)을 창시했을 당시의 산수화가 곽희(郭熙)의 임천고치(林泉高致), 
그보다 조금 뒤인 한졸(韓拙)의산수순전집(山水純全集)을 통하여 산수화가 어떻게 중국의 회화 속에서 두

드러졌는지 논증했다. 그것은 송명이학의 형성과 같이 가는 궤도 다. 
15
지펑(計鋒)은 유학이 도 현 불 사상을 

융합했던 과정에서 성(誠)으로부터 진(眞)으로의 관념 변천사를 정리했다. 현학은 도가에서 말하는 진(眞)을 

새로운 가치지향점으로 삼고 승중관의 공(空)과 진(眞)을 받아들 다. 불가는 개별적인 자아와 현상세계를 

공(空)과 부진(不眞)으로 보고, 
16
 다만 보통주체의 진여(眞如) 만이 항상 진상(眞相), 진실(眞實)의 진(眞)이라

고 했다. 수백 여 년이 흘러 현불 사상이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문인들은 점차 현상의 진과 초월을 표

하는 진상의 사고방식을 구별하는데 익숙해졌다.

당 에 이르러 상식(常識) 이성(理性)이 성숙하고, 한유와 이고(李翱) 등은 맹자의 심성론을 도통으로, 특히 

이고는 적정지성(寂靜之誠)의 성(誠)을 유가의 도체 로 여기고 불가의 진여(眞如)을 체할 수 있다고 여기고 

불가의 제법이 공(萬法 皆空)이라는 가치를 배척하 다. 
17
유교가 현학과 불교를 받아들여 이학으로 발전 해가

는 과정 속에서 종병이 말하는 화산수는 마땅히 이형사형(以形寫形), 이색모색(以色貌色)은 여전히 상의 직

접적인 모방에 머물 고, 남제 사혁(謝赫)의 육 법은 응물상형(應物象形), 수류부채(隨類賦彩)로 변화했으며, 

형호의필법기의 도물상취기진(度物象取其真, 상을 헤아려 그 진실을 취한다), 산수화 역시 부단히 형(形)

의 추세가 탈바꿈하 다.

현학은 현실세계와 초월세계라는 두 개의 측면이 존재하고, 불교는 가공의 현 상계와 초월의 보편주체진여

라는 두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필법기에서도 반 되었는데, 형호는 회화 속의 사(似)와 

진(眞)개념을 구별하며 진(眞) 은 사(似)보다 낫다고 하 다. 사(似)는 다는 표현 상의 모양을 표현하는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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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여 모양을 얻지만 기운은 잃는다(得其形遺其氣)고 했다. 화가의 기법 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작품이 기운

을 잃는다면 하품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그와 반 로 출중한 화가는 기와 질을 모두 갖춘(氣質俱盛) 작품

(真者)을 표현하려고 애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진(眞)을 표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형호는 화(畵)

라는 글자의 본래 뜻이 상의 모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에 가깝게 그리는 것이 최고는 아니라고 말한

다. 화(畵)의 본 뜻은 사물의 구경의 (究竟義)를 사색하는 것이므로 화가는 반드시 상을 헤아려 그 진실을 

취해야 한다. 
18
 형호는 진상(眞相)과 진실(眞實)을 구분하고 회화가 표현해야 하는 것은 현상을 초월한 진실이

어야 하며, 모든 우주 만물의 형상이 다다를 수 있는 진상(眞相)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진상(眞相)이라고 

하는가? 또한 어떻게 진상 (眞相)을 표현해내는가?

형호는 소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진상(眞相)은 사물의 성(性)과 리(理)를 표하며, 이것은 보편적인 

도덕질서와도 상통한다고 한다. 그는 한 그루 나무라도 모두 성(性)을 가지고 있으며, 화가는 소나무의 겉모습

(勢既獨髙 ，枝低復偃，倒挂未墜於地，下分層似叠於林間, 형세는 이미 홀로 서있고, 가지는 아래로 드리워졌

지만 나무에 걸리어 땅에 떨어지지는 않아 아래로 층을 나누어 임간에 겹쳐진 것 같은 모습)으로부터 소나무의 

성리(性理)를 이해할 수 있으며 소나무의 본 성과 군자의 덕풍을 느낄 수 있다. 
19
 바로 이것이 사물을 헤아려 

진실을 취하는 과정인 것이며, 화가에게 두루두루 사고하고 살피어 만물의 상을 모두 헤아려 물상의 근원인 

산수의 성리의 진(眞)을 표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므로 화산

수 는 경험과 현상의 직접적인 취함이 아니라 화가는 반드시 도화

지 상에서 자연경관의 상하, 소, 원근, 전후, 음양 등의 관계를 

자세히 표현해야 자연산수의 성리와 질서가 있는 기와 질을 모두 

갖춘(氣質俱盛) 작품(真者)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른쪽은 북송 곽희의 조춘도(早春圖)

형호의 관념은 이학 형성 이전의 중요한 심미적 회화적 이론이었

다. 유학은 송  이학 단계에 이르러 독특한 중국만의 미적 정신이 

성숙하고 그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사 부는 산수를 그리고 산수

화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천리의경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수신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정주의 ‘성즉리 (性卽理)’와 상

응하는 수 신모델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격치궁리하여 천리 세계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 부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태도 다.

북송의 산수화 가 곽희(郭熙)는 일치기 어떻게 자신의 마음상

태를 다잡았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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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그림을 그리는 날에는 반드시 창은 밝게, 안석은 정결하게 하며 주변에 향을 피우고 연좌(燕坐)에 고

요히 앉아 손을 씻고 벼루를 세척하여 큰 귀빈을 본한다(凡落筆之日，必明窗淨几，焚香左右，靜居燕坐，盥
手滌硯，如見大賓)”, “반드 시 정신이 한가롭고 뜻이 정해진 후에 한다(必神閑意定，然後爲之).”;

이와 같이 붓을 들어 묵으로 그리는 것이야 말로 “정경이 이미 무르익고 마음과 손이 이미 호응하여야 비로

소 종횡이 법도에 맞고 좌우가 근원을 만난다(境界已熟，心手已 應，方始縱橫中度，左右逢原)”. 20명말 산수

화가 당지계(唐志契) 역시 강조하기를, 화가의 작품은 “그림은 반드시 고요히 앉아 정신을 응집시켜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누각(樓閣) 사관(寺觀)과 시골집 울타리가 있는지에 생각을 둔다. … 그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언덕과 골짜기가 새롭게 보인다 (畫必須靜坐凝神，存想何處是山，何處是水，
何處是樓閣寺觀，村莊籬落……，然後下筆，則丘壑才新)”라고 했다. 화가가 이러한 경지를 표현하는 우수한 

작품을 만 들어낼 수 있는 여부의 관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스스로가 높고 빛나는 것을 필요로 한다(寫畫須
要自己高曠)

21”곽희는 임천고치에서 서두에 이렇게 말했다. 문인은 생명의 고결함을 온전히 하고 숲과 호수

를 갈망하는 것에 해 두 가지 제한을 두었다. 하나는 속세 를 벗어남을 구하지 말 것, 또 하나는 군신부자지

충의 충효예절을 위배하지 말 것이다. 
22
 그러므로 그림 속의 산수세계는 자연의 이치의 묘사가 아니고 문인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볼 수 있는, 노닐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可視, 可遊, 可居) 산수의 경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제한은 중국의 합리적인 정신을 나타낸 것이며 송명이학의 도덕적 추구

와 이차원구조에 부합한다.

오른쪽 남송 마원(馬遠)의 답가도(踏歌圖) 

우리는 중국현 사상의 기원(中國現代思想的起源) 이라는 

책에서 위진⋅남북조 시기 중국의 상식적 이성이 성숙하여 도덕 

논증의 최종 합리성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학의 부흥

과 이학으로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학이 형성된 

후, 문인은 ‘격치(格 致)’라는 방법을 통해 수신하고 천도(天道)

와 물상과의 관계를 깨달았으며, 중국의 회화 및 그 심미 패러다

임도 동시에 성숙하여 수신이 곧 회화가 되기까지 이르 다.

바로 이것이 장동화 선생이 연구한 송백인의 매화희신보에
서 나타난 화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그리는 것인가 이

다. 당부터 송까지 격치(格致)의 발전으로 당송시 는 중국 회화

사에서 가장 사실을 중시하고 가장 찬란한 성과를 이룬 시기가 

되었다.

종병이 이야기한 ‘화산수’관념부터 당 말부터 시작한 산수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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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은 유학이 도 현 불 사상을 흡수하여 이학을 형성한 과정과 모두 일치한다. 형호의필법기 에서는 산수

를 그리는 두 가지 중요한 관념을 이야기 한다. 첫째, 도물상취기진(度物象取其真)인데 그림은 상의 모양을 

초월한 성리의 진을 표현해야 한다. 둘째, 형호는 기 운 경 사 필 묵(氣 韵 景 思 筆 墨)이라는 육요(六要)를 

제시한다. 기 는 도덕철학에서 유학의 실천을 표한다. 필법은 회화에서 기를 표현하는 수단 이다. 형호는 

기를 육요의 첫째로 꼽았다.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은 진상(眞相)과 필법이 경계와 기를 각각 응하기 때문이

다. 이로 볼 때, 필법기는 상식이성 이 지배하던 당  심성론 유학의 회화 이론상에서의 응용이며, 바로 

이 때문에 중국화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산수화와 이학의 체계가 내재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산수화는 화조화나 인물화에서 두드러져 사 부의 회화에서 주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산수화는 송명이학

의 시각적 형태이며, 이로부터는 그 변화와 송명이학은 같이 가게 되며, 예술사와 사상사의 전개 구조가 같아

지게 되는 것이다
23
.

5. 현재 진행중인 연구

산수화의 패러다임과 수신(修身)모식이 깊은 관계에 있다면, 송명이학의 갈래는 시각예술에서 반드시 나타

날 것이다. 서위(徐渭)와 동기창(董其昌)은 명나라 후기 화조화와 산수화의 화풍을 변화시킨  화가로, 청

에 향을 끼쳤다. 장동화 선생은 박사연구를 바치고 계속해서 서위를 연구했다. 장동화 선생은, 서위의 일생 

은 광기가 넘친다.

서위는 송명의 화조화의 사생, 구도, 화법이 엄격히 리(理)의 규법에 부합하는 것에 반발하 다. 그는 창작을 

말할 때 작품의 사의를 강조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이룬다(不學天成)라고 하 으며, 변화무쌍한 기법

으로 화조화를 그려내었는데, 바로 이것이 태주학파의 표적 미학이다. 
24
서위는 명나 라 진순(陳淳)과 함께 

열거되기도 하는데, 포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서위의 잡 화도권(雜花圖卷) (局部) 중 묵포도도(墨葡萄圖)는 

도화지의 필묵이 정해진 방식이 없고 변화무쌍하며 먹의 농담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능숙한 솜씨로 포도의 특성

을 포착했다. 이에 반해 진순의 묵포도는 모형이나 구조나 모든 면에서 회화의 규범을 지킨 작품이다.

동기창은 명말의 서화가로 그의 남북종(南北宗) 은 후 인이 가장 아끼는 화론이다. 하지만 이에 해

서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이나(代娜)는 동기창의 량의 연구의 바탕위에 이학의 갈래의 각도에서 동

기창의 화론과 청  산수화의 전통이 쇠락한 중  현상을 새롭게 해독했다. 심학(心學)은 마음 밖에는 사물이 

없다(心外無物)고 말하며, 정주이학이 도덕 미발(未發)의 측면에서 천리의 견지와 격치의 수신모식을 소화했

다. 동기창은 화단을 남북종으로 나누었는데, 이 학을 북종으로 심학을 남종으로 나우고 본인의 사상은 심학

에 속한다고 했다. 그 의 그림과 화론은 돈오(頓悟)를 중시하고, 정주식의 격치를 반 했다. 산수화는 억지로 

경지측면의 의의를 추구할 필요도 없고, 화산수 역시 기존의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의식불행(意識不行)의 미발(未發)이라는 측면의 의의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수신을 위해서는 야기(夜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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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위 잡화권(雜花卷)(局部)의 묵포도(墨葡萄) 남경박물관소장

진순 화과도권(花果圖卷) 局部의 묵포도(墨葡萄) 상하이박물관소장

밤의 차분한 기운) 과 회화의 기운(氣韻), 그리고 그림의 연운(烟雲)의 뜻을 크게 강조했다. 동기창의 화풍과 

화론의 향은 지 하 고, 그를 추종하는 제자만 백 여명에 달했다. 청  산수화가 전체적으로 쇠퇴하는 배

경 속에서 그가 세운 남종산수화는 그 이후의 유일한 전승의 맥이 되었다
25
.

명 중엽 이후, 이학의 경직성에 불만을 품고 기론(氣論)이 흥하게 되었다. 기론 은 이(理)는 기(氣) 안에 

있으며 기가 없는 이는 없다고 주장한다. 명청시  천붕지해(天崩地解) 의 역 지제(易代之際), 문인들은 

시론철학을 사용해 이학을 비판하 으며 특히 형이상(形而上)의 천리세계를 비판하 다. 사상의 커다란 변천

은 산수화의 역사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가. 석도(石濤)는 청나라 초기의 저명한 화가이다 그의 화어록(畵語
錄) 은 중국 회화역사 상의 기서(奇書)이며, 국내외 학자들이 서로 이 책을 연구하려고 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책이 쓰여진다. 천향향 (陳向向)은 기론의 관점에서 화어록(畵語錄)을 새롭게 해석했다. 석도는 일서 (一書)

로 모든 책의 철학 관념을 관통하며 그 철학의 내용인 즉 기(氣)를 제일성 (第一性)으로 보았다고 이야기 한다. 

화어록(畵語錄)속에는 관념, 체용(體用), 회화창작(繪畵創作)이라는 세 개의 맥락이 있고, 모두 일서(一書)

를 중심으로 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천지인 삼재(三才)를 포용하여 십팔장(十八章)의 논리를 펼친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석도의 화어록(畵語錄)과 장재(張載)의 정몽 (正蒙)은 전체적인 구조상 매우 유사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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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26

명청시 의 사조가 큰 변혁을 겪으면서, 동기창, 석도의 연구 외에 웡지단(翁志 丹)은 청 초기의 사왕(王時
敏, 王鑒, 王翬, 王原祁)의 사상 및 작품에 한 향을 박사후 연구로 삼았다. 주청문(朱倩文)은 1차 서학이 

전래되었을 때 시학(視學)개 념을 도입했다. 황야리(黃亞麗)의 연구는 청말 2차 서학 붐이 일었을 때 중국 사 

부의 서향화에 한 인식과정을 연구했다. 
27
 펑칭(彭卿)은 민국 초기 남화파 (嶺南畵派)를 핵심으로 창간

된 시론적 저널 진상(眞相) 을 연구했다. 정루루 (鄭儒儒)는 연구자와 일반인이 선화(禪畵)에 한 오용을 

바로 잡았는데, 중국의 전통회화에는 선화(禪畵)라는 단어나 이런 종류의 그림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 은 

20세기 일본인이 처음 도입한 것이며, 미국에서 유행하고 나중에 중국에 전래 된 ‘외제품’28이다.

이 밖에도, 서법과 회화의 관계는 중국미학이 연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다. 우 리의 연구는 이 분야에 막 

들어섰다.

자오차오는 산수화 기원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또 다른 화론 한 편, 즉, 종병 보다 조금 후 인 남조 왕위

(王微)의 서화(敘畫)이다. 분석에 따르면, 서화(敘畫)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기세를 용납 해야만 산수

의 신(神)을 그릴 수 있다(竟求容勢, 寫山水之神)라고 했다. 지펑은 중국 회화, 서법 행위와 관련한 서(書) 사

(寫) 화(畵) 세 개의 키워드의 원시적 의의 와 연관성을 연구했다. 니쉬(倪旭)는 동한 조일(趙壹)의비초서(非
草書)를 연구 했다. 이것은 당  문인의 초서에 한 광적 추구를 반 하는 것을 기치로 삼은 중국의 최초 

서론으로, 사상사의 각도에서 보아야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연구팀은 사상사적 이념과 키워드를 중심 으로 한 문헌해독법을 사용했

다. 그러나 회화는 시각예술이므로 사상이념의 탐색 과 회화의 관계 이외에도 작품 자체의 분석과 연구도 소

홀히 할 수 없다.

현재 왕핑(王平)
29
 은 박사논문은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의 도움을 받아 각 시 의 산수화 형태와 

특징에 해 연구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에 근거한 이 연구에 적잖은 기 를 가지고 있다.

중국미원의 『 중국 사상과 회화(中國思想與繪畫) 』 팀의 연구방향은 도덕수신을 궁극적 관심으로 하는 

중국문명 유형 중 문인의 사상과 수신모식의 변천 그리고 중국회화 및 그 심미모식 관계, 그 근현 적 형태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지 난 몇 년간, 연구자들은 위진·남북조 시기 중국 심미 정신의 기원에서부터 화산 

수의 정당한 관념으로의 확립, 산수화 및 송명이학의 동반성장, 그리고 중국문인 화의 주류로의 발전, 격치수

신과 회화의 관계, 명말청초 이학이 받은 충격, 청말 문화의 현 적 변화 속에서 중국전통회화의 변화 등을 

연구했으며, 모두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방향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을 뿐, 중국의 

심미 정신과 서화전통이 미치는 사상사적 배경과 서양화와의 비교, 특히 중국근 미술사와 전통사회미술사

연구 사이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  중국예술의 발전에 해 방향감각을 잃었

다. 이 모든 풀지 못한 숙 제는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매우 설레는 작업이기도 하다. 관련 연구는 새로운 미술

사 연구자와 사상사 연구자들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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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초연(冯超然) 송백인 화상, 상하이박물관에서 매화희신보

   

서위(徐渭) 청릉산인 (青藤山人) 小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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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장동화(張東華), 격치(格致)와 화조화(花鸟画)_남송 송백인(宋伯仁)의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을 예로

(格致與花 鳥畫 以南宋宋伯仁<梅花喜神譜>為例)>, (중국미술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년 5월 30일 심

사통과)

2. 송(宋), 향사벽(向士璧),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 후서(後序),매화희신보(梅花喜神譜)> 중화 재조 선

본(中華再造善本), 베이징, 베이징도서관출판사, 2005년 10월

3. 내 손에 부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물이다. 이 안에 부채의 이치가 들어있는데, 부채는 이렇게 펴서, 

마땅히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형이상학의 이(理)이다. 그럼 하늘과 땅 사이를 생각해보자, ……
형이하학의 기(器)이다.이러한 것들 안에도 각자의 이치가 있는데，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도(道)이다.

｣송(宋), 려정덕편(黎靖德编)주자어류(朱子語類)> 62권, 베이징, 중화서국출판사，1985년 3월, p. 

1496

4. 이정유서(二程遺書)＞３권, 이정집(二程集)＞, 베이징, 중화서국출판사, 1981년，p.59.

｢격물궁리라는 것은 반드시 천하의 이치를 다 궁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궁구하면 다

른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다(格物窮理, 非是要窮天下之物，但於一事上窮盡，其他可以類推).｣， 상동， 
p. 157

5. 장자，추수 제１７(莊子 秋水第十七)＞와 같음：｢자연을 지켜 잃지 않는 것을 그의 진실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말한다(謹守而勿失，是謂反其真).｣
6. 쉬푸관(徐復觀)선생은중국예술정신(中國藝術精神)＞에서 인물을 평가, 관찰하는 풍조와 심미 정신의 

관계를 지적하 다.

7. 뤄샤오산(羅小珊), 전신론의 기원(傳神論的起源)＞，(중국미술학원 박사 학위 논문)(2013년 5월 30일 

심사통과)

8. Augustin Berque,Les raisons du paysage. De la chine antique aux environnements de synthese

1995), 34-35. 인용：유란(幽蘭),<경관：중국 산수화와 서양 풍경화의 비교연구(景觀：中國山 水畫與
西方風景畫 的比較研究)>２１세기(二十一世紀)＞제７８, ７９，８０기 연재(홍콩, 중문 학중국문화

연구소，2003.8,10,12)

9. 자오차오(趙超)：｢ 화산수(畫山水) ｣관념의 형성＿종병(宗炳)의화산수서(畫山水序)＞의 재해석을 통

해 화산수 관념의 기원을 밝히다(｢畫山水｣觀念的形成 重新注解宗炳<畫山水序>探明畫山水觀念的起
源)＞，(중국미술학원 박사 학위 논문)(2013년 5월 30일 심사통과)

10. 혜강(嵇康)의여산거원절교서(與山巨源絶交書)> 중 ｢ 산천을 유람하며 물고기와 새를 보니 마음이매우 

즐겁다. 일단 관리가 되어 나가니 그 일은 바로 그만두게 되었다(游山澤 觀魚鳥，心甚樂之。一行作吏，
此事便廢)｣을 해석, ｢유산택(游山澤)｣은 단지 정치적 사무를 피하는 방식일 뿐이었다.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235

특별강연Ⅲ

11. 유협(劉勰)명시 제6(明詩第六)＞：송  초반 작품은 그 체(體)에 변혁이 있었다. 즉 노장사상이 후퇴하

고 자연미를 노래한 작품이 많아졌다. 우(對偶)를 많이 사용하여 시에 무늬를 더하 고 한 구(句)의 

기이함으로 작품의 가치를 다투었 다. 내용은 반드시 상의 모양을 완전히 파악하여 묘사하 으며, 표

현은 반드시 힘을 다하여 새로움을 추구하 다. 이것이 근세의 시인이 경쟁한 바이다. 문심조룡(文心
雕龍)>, (상하이, 상하이고적출판사, 2010), p. 12

12. 자오차오(趙超)는 첫 세 구절을 ｢부처와 같은 성인이 도를 품고 사물을 비추어 보면, 현인도 그를 본받

아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만상을 본다. 자연 산수는 형질적으로 있으면서도, 조화의 (靈)을 지니고 있

다.｣고 해석했다.

13. 자오차오(趙超)는 종병(宗炳)의｢성인(圣人)｣의 용법이 유학의｢성인｣인 공자가 아닌 부처를 가리키거나, 

곽상(郭象) 이 말한 ｢비록 묘당 위에 있으나 마음은 산림 속과 다르지 않다(雖在廟堂之上，然其心無異
於山林之中).｣에서의 현학화 (玄學化) 성인을 가리킨다고 분석했다. 종병(宗炳)에게 성인으로서의 부처

는 유가와 도가의 성인이 지닌 뛰어난 점을 지니고 있다.

14. 심약(沈約), 송서(宋書)>,（베이징: 중화서국, 2008）, p. 2279

15. 지펑(計鋒), 산수서의 궐기와 송명 이학(山水畫的崛起於宋明理學)>(중국미술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4년 5월12일 심사통과)

16. 승조(僧肇), 불진공론(不真空論)>

17. 지펑(計鋒), ｢성(誠)｣에서 ｢진(真)｣까지(從｢誠｣到｢真｣)>(미간원고)

18. 그림은 화려하다. 그러나 귀함이 마치 진짜를 얻는 것 같다면 어찌 막겠는가(畫者華也，但貴似得真，豈
此撓矣)｣. 노인 왈:｢그렇지 않으면, 그림은 그림이다. 사물의 형상을 헤아려 그 진짜를 취한다(不然，畫
者畫也，度物象而取其真)｣,｢지펑鋒), 형호(荊浩) 필법기(筆法記) 해석> 인용

20. 지펑(計鋒)이 곽희(郭熙)의 임천고치(林泉高致)>를 해석한 논문 인용

21. 당지계(唐志契), 회사미언(繪事微言)>

22. 원문 인용

23. 진관타오(金觀濤), <송명이학과 산수화(宋明理學和山水畫)>중국사상과 회화：교학과 연구집2(中國思
想與繪畫: 教學和研究集二)>, 김관도(金觀濤), 모건파(金觀濤) 편저(항저우, 중국미술학원출판사, 

2013.4)

24. 장동화(張東華), 양명학과 중국화의 변천_만명(晚明)시  서위(徐渭) 화풍의 형성을 예로(陽明學與中
國畫的變遷 以晚明徐渭畫風的形成為例)>，중국사상과 회화：교학과 연구집2(中國思想與繪畫: 教學
和研究集二)>, 김관도(金觀濤), 모건파(金觀濤) 편저 (항저우, 중국미술학원출판사, 2013.4)

25. 다이나(代娜), 심학 배경 하의 산수화_동기창(董其昌)을 중심으로(心學背景下的山水畫 以董其昌為中
心)>，박사 논문 미완성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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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천향향(陳向向), 석도(石濤)의 ｢화어록(畫語錄)과 기론(氣論)사상(石濤的｢畫語錄｣與氣論思想>，2014

년 5월 12일 석사논문 심사통과

27. 황야리(黃亞麗), ｢서양화｣에서｢유화｣까지_중국 사 부의 유화에 한 인식 변화(從｢西洋畫｣到｢油畫｣ 
中國士大夫對油畫認識之轉變>, 중국사상과 회화：교학과 연구집(中國思想與繪畫: 教學和研究
集)>(1), 김관도(金觀濤), 모건파 (金觀濤) 편저 (항저우, 중국미술학원출판사, 2012.4)

28. 정유유(鄭儒儒), ｢선화(禪畫) ｣일사유래고(｢禪畫｣一詞由來考)>, 중국사상과 회화：교학과 연구집2

(中國思想與繪 畫: 教學和研究集二)>, 김관도(金觀濤), 모건파(金觀濤) 편저 (항저우, 중국미술학원출

판사, 2013.4)

29. 왕핑(王平), 산수화 장법 연구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 응용(電腦圖像技術在山水畫章法研究中的運E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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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덕(婦德)의 실천을 통해 본 유교

허라금(발표) - 이화여  여성학

초록

이 글에서는 유교적 덕의 실천이 젠더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기능적으로 성별 분업화된 예(li)의 실천으로 유지되어 온 유교의 윤리를 시민의 통합

적 윤리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통합적 윤리로서의 유교 윤리는 생명을 길러내는 구체적인 수행 

속에서 함양되는 도덕적 덕과 함께 의로운 세계를 만들고자하는 정치적 실천의 덕을 온전한 한 인격으로서 

통합적으로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와 같은 통합적 인격으로서의 덕은 음양의 균형을 이룬 이들의 모범

을 따라서 그 뜻을 연마하기 위한 배움의 터가 존재할 때, 또한 일상이나 제도적 질서가 그러한 덕성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조직, 운 될 때 함양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덕성을 갖춘 이들이 만들어가는 유교 사회는 

그것이 공유하는 규범에 의해 자아가 구성되고 동시에 관계적 인격들이 그 자아를 구성하는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형성되는, 진정한 윤리적⋅ 정치적 주체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탄생한 새

로운 유교 해석은 오늘날의 민주적 가치와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유교, 유교적 실천, 젠더 차이, 부덕, 황제내경, 음양론

들어가는 말

어떤 사회에서든 서로 다른 처지와 개성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좋은 사회의 조건, 

평화, 공존, 번  등의 가치를 이루는데 힘에 의한 강제 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데에는 

동⋅서 간의 이견이 없다. 

얼핏 서구 근 가 모색해온 계약적 모델의 사회가 계약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통치를 핵심으로 

하는듯 보이지만, 계약적 모델의 사회 역시 자발성에 의한 통치를 목표하여 고안된 것이다. 계약적 모델을 

고안하게 한 고민의 핵심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이들과 공존하며 번 할 수 있도

록 통제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강제적인 힘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에 

의한 성립한 규칙에 의한 통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좋은 사회가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구의 근 가 그 고리를 합리적 개인들 간의 약속에 의거한 구속에서 그 방향을 찾았다면, 유교는 역사적

으로 줄곧 성품적 덕성에 의한 자발적 구속에서 찾는다. 자발적 구속의 기초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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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신, 도리를 알고 실천하려는 도덕적 품성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가 이상으로 삼는 정치공동

체의 특징은 덕성적 관계들에 의한 번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유교적 이상사회는 오늘 날에도 특정한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는데 뜻을 두는 특수한 집단

들만의 생활이 아닌,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적 삶의 양식으로 고려 할 수 있는가? 그 여부는 

무엇보다 근  이후 역사 속에서 발전시켜온 민주적 정신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빈부

귀천을 떠나, 성별, 인종, 문화 등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 정신의 기본이라면, 

유교 정신을 보편화할 수 있는 실천 양식들은 어떤 변화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그 공동체의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 내재적인 의미 규칙과 평가 규칙에 따라 세계를 이해한다. 또한 사람은 이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동체의 실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를 구성해 나간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적인 원칙이 유교 언어 공동체에서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

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1. 부덕의 유교적 가치

유교의 중심 가치는 인이다. 유교가 이상으로 삼는 군자(君子)는 인을 실천하는 성인이다. 《예기(禮記)》 
<곡례(曲禮)편>에 따르면, 군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선한 행동에 힘쓰면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 으며, 《논어(論語)》 <이인(里仁)편>에는 '군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지 잘 안다. 군자는 어찌하면 훌륭한 덕을 갖출까 생각하고, 소인은 어찌하면 편히 살 것인가 

생각한다.'는 말로 군자를 정의하 다.

군자는 마음이 넓어서 남과 잘 화합하고, 편벽되지 않고, 또 자신을 반성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의 

장점을 살려서 키워주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하여 ｢군자는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고 소인은 항상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여 있다.｣ 
군자(君子)는 '성품이 어질고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군자가 될 수 없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학문이야 

나라고 남 같지 못할 바도 아니나, 군자답게 실천하는 일은 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군자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1)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이가 군자이다.

즉, 군자는 윤리적 덕성의 체현이다. 

그런데 군자는 유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남성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자가 될 

수 없는가? 이와 같은 이유로, 남성 군자를 유교적 덕성실현의 이상으로 삼는 유교가 성차별적인 이념이자 

1)     , 동양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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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법하다. 어떤 이념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차이를 근거로, 이상적 가치

를 구현할 자격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차별적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교에서 남녀의 차이는 

다름으로서의 차이일 뿐 위계적인 관계를 함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

서, 유교 해석자들은 상하관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부자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유교윤리

와 달리, 부부유별(夫婦有別)로 새겨지는 남녀 관계의 윤리는 위계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그것은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동등성의 윤리라는 것이다. 일종의 남녀 관계가 

차이에 근거한 유교적 정신의 동반자적 관계의 수행자들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교의 가르침과 배움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남녀유별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예의 실천은 유교의 

가치, 인의 정신을 구현하는 다른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둘 간의 우열은 없는 것인가? 유교문화전

통에서 선비정신에 기초한 군자를 이상으로 하는 남성이 윤리적 주체 다면, 그 유교적 실천의 공동 수행자

던 여성들 역시 부덕(婦德)에 기초한 인(仁)의 가치를 구현하는 윤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남녀유별의 예를 가르치고 그것의 실천을 규범화한 유교 여성들은 인의 정신을 구현한 또 하나의 성인군자라 

할 수 있는가?

이 목에서 강혜경의 “유교문화 속의 여성의 자아”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유교전통 지식을 습득 

체화한 근현  한국 종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교 여성의 도덕적 정신을 탐구하고 있다. 그녀는 “유교가 

가진 음양의 이분법적 구조화는 유교적 실천을 행하는 행위자들을 젠더적으로 분리”하 으며, “유교사상이 가

진 남성 중심성은 학문적, 제도적 측면 등 정치와 사회전반에서 관철됨으로써 이에 배제된 여성들은 체계 내

적으로 순응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도 안에서 수행한 종부의 유교적 

실천이 단순히 타율적이고 순응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가부장적 유교 맥락에서 

구현된 “젠더적인 것”은 곧 억압적, 강제적, 타율적, 희생자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의 여성주의 일반의 

견해와는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녀는 유교사상이 인간이면 누구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 가능성을 강하

게 긍정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비록 그 수양이 젠더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성인 혹은 군자라는 

이상향을 여성들 역시 보편적으로 이루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만난 종부들만 보더라도 거 한 

유교체계가 가진 사유 체계 내적 존재로서, 또한 유교의 이상을 실천하는 존재이자 성리학적 체계 내적 존재

로서, 체계 이념인 성리학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교의 이념적 도덕성을 현

실사회의 젠더적 규범 속에서 완성해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 속에서 여성이 구현한 도덕성은 남성의 

그것과는 다른 젠더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차이는 군자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에 장애나 장벽이 되지

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여성이 수행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 도덕성의 젠더적 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인에 한 

감수성, 관계지향성이라고 보고 있다. “관계적 자아로서 부덕의 실천 속에서 타인에 한 감수성, 관계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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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여주었으며, 그럼으로써 유교여성들은 포괄적 의미에서 수용성 및 타인에 요구에 한 민감한 감응성

을 발달시켜왔으며 도덕적 실천에서 이런 특징들이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인에 한 감수성, 관계지향성, 타인의 요구에 한 민감성과 수용성, 감응성 등은 모두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자기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타적인 인간의 성품을 나타낸다. 이타성이 윤리의 핵심이며, 유교 

윤리가 추구하는 인(仁)의 도덕성 역시 이 같은 이타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 이들 부덕을 갖춘 여

성은 도덕적 주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예를 실천한 것 역시 단지 규범에 순응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들은 그것이 따라야 할 인간의 도리임을 배우고 익혀 자발적인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 그것을 행한 것이다. 

즉, 그들 또한 자신의 사사로운 안위나 이익을 쫒는 것보다 타인의 필요에 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도리임

을 깨달아 그것에 따르고자 의지하는 윤리적 주체이다.

이상의 논의는 가부장적 체제 안에서이기는 하나, 자신을 닦아 군자에 이르고 자한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역시 유교 안에서 도덕적 주체의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

으로 유교의 인을 실천하는 자로서 도달하게 되는 인품의 상태는 하나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유교 역시 성인

이라는 도덕적 완성에는 신분이나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고도 하겠다.

2. 부덕의 장소와 그 도덕성의 위치

유교가 덕의 실천을 통한 관계적 자아를 형성해가며, 유교의 주체가 관계적 자아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

서 관계적 자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유교에서 성별의 차이는 없다. 즉, 남성 역시도 관계적 자아

를 형성하도록 훈육된다. 앞에서 언급한 “타인에 한 감수성, 관계지향성, 타인의 요구에 한 민감성과 수용

성, 감응성 등”은 관계적 자아의 특성들로서, 관계망을 구성하는 공동체적 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갖추어

야 할 기본적 능력들이다. 이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출세’할 것을 기 하

기는 어렵다. 그는 주변화 되거나 고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능력이 왜 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능력에 관해

서는 관계 중심의 유교 윤리에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다. 그렇다면 여성의 덕과 남성의 덕을 강혜경이 말한 

것처럼 “타인에 한 감수성, 관계지향성, 타인의 요구에 한 민감성과 수용성, 감응성 등”에서 찾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유교 여성의 덕과 남성의 덕의 차이는 다른데 있다고 본다.2) 그것은 공적인 덕과 사적인 덕으로의 

구분에 있다. 유교의 관계적 자아의 형성 기제에는 간과할 수 없는 남녀 간의 중 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성별화 된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이다. 한 마디로 남성은 수신(修身)에서 제가(齊家)로, 제가에서 

2) 누구든 자신이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자로 태어나고, 선택 이전에 그 공동체의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언어를 배우면서 그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규칙이나 의미규칙을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자아 구성기제에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 한 차이가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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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국(治國)으로, 치국에서 평천하(平天下)로 확장되는 수행 공간의 확장이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오직 수신에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남성의 수신의뜻이 세계로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여성에게 수신의 뜻

은 타인을 보살피는 이가 갖추어야 할 몸을 만드는데 있다. 남성의 자아를 구성하는 관계들이 가(家)와 국(國), 

천하(天下)에 이르는 동안, 여성의 자아는 오로지 가내(家內)에 머문다. 남성의 실천이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분(分)에 맞는 것인가에 한 이치를 따지고, 이치에 합당한 예의 실천을 통해 이상적인 가와 나라와 세상을 

실현하는데 참여함을 의미하는데 반해, 가계(家繼) 내 존재로서의 여성은 그러한 참여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다.3) 남성의 덕을 말하는 선비정신을 요약하고 있는 글을 보자.

상고시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선비정신의 전통은 문무를 겸비하고 멸사봉공ㆍ선공후사를 실천하는 이

상적 지도자ㆍ학자ㆍ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유가적 선비는 명분과 의리로써 사회중심축을 담당 

…… 유가의 이상적인 선비상은 인(仁)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사람, 치군택민(致君澤民)하는 유현(遺賢), 

행도(行道)와 수교(垂敎)의 사명감을 지닌 진유(眞儒) 등의 모습으로서 지도자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유현의 치군택민은 사회적 공도(公道)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비의 표상이다. 시중

지도(時中之道)는 구체적인 현실세계 속에서 선비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항상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현실인식과 공도지향(公道志向)을 전제로 한다.4)

군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 즉 자신의 자아를 구성하는(constituting) 세계에 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

명하고 행위 할 공간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여성의 경우는 치국은커녕 제가의 주체조차 되지 못한다. 여성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家)나 국(國)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을 구성해가는

주체일 수는 없는 구성되는(constituted) 주체이다.

이것은 유교적 질서의 중심에 있는 조선의 종부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덕은 집안이라는 범위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종부의 주 임무는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이다. 

그녀의 일은 가문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녀가 직간접으로 맺는 인간관계 역시 가족과 종친에 한정된다. 유교

적 여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종법 질서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배우고 실행하는 일상화된 반복적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별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배움의 과정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제한되는 한정된 

역의 활동 공간 속에서, 성으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훈육하는 생활 규범을 실천함으로써, 여성은 여성으로서

의 ‘본분’에 맞는 유교의 여성이 되어간다.

3) 속에서 가족이나 친족관계의 남성(예컨 , 부, 부, 자)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한 여성들이 있다.

‘베겟머리 송사’라든지 ‘수렴청정’ 등이 그런 실천양식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교역사는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4) (2013), "선비정신의 현 적 모색" 동양문화연구, 제16집.



242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플레너리세션Ⅲ

비슷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모범을 따라하고 또 따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위치에 걸 맞는 덕성을 쌓아 예에 

어긋남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이며 나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이루어지

는 덕이 무엇인가를 체득하는 배움의 과정은 곧 내가 속해있는 사회가 나에게 기 하는 바가 곧 나의 욕구하는 

바가 되도록 나의 정서적⋅인지적 자아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다.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예에 비추어 어긋남 없이 행하라는 이 유교적 가르침과 훈육의 과정 속에서 여성은 자신

의 욕망과 의지를 만들어 간다. 닦고 닦고 자신을 닦아 從心所欲 不有矩의 경지를 목표하는 과정이다.

이때의 “從心所欲 不有矩”는 어떤 규율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정신이 아니라, 반

로, 규율이 육화된 완전히 훈육된 몸임을 나타낸다. “從心所欲 不有矩”는 유교적 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남녀 

모두가 목표하는 경지일지라도, 그 몸이 위치하는 곳은 다르다. 군자의 몸은 공적인 공간에 여성의 몸은 집안

에 머문다. 그리하여 그들의 위치는 같은 것이 아니라 확연히 다르다.

“종부는 일 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자손들에게 잘하고 베푸는’ 미덕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

는 그에 따른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자신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며, 이는 문중 전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한 리더십의 자원이 된다. 종부들에게 요구되는 문중과 더 큰 공동체에 한 자기희생은 

분명 종법이 종부에게 부여한 ‘종부지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감당할 수 없

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보다는 보다 큰 선을 위한 요청으로서 종부 스스로 수용 가능한 것임을 이해된

다. 희생만큼 분명 종부에게 돌아오는 혜택 또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부의 ‘희생’과 ‘베풂의 미덕’
의 도덕적 실천은 종부 스스로 자신의 지위상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함으로써 종부로서의 권위와 리더

십을 창출해낸다.”(354)

종부의 덕은 분명 유교의 도덕성을 구현하는 것이지만, 그 덕은 자손들을 상으로 한다. 또한 그 덕의 실천

은 종부라는 특별한 권위와 리더십을 약속하지만, 그 권위와 리더십 역시 집밖을 넘어서지 못한다. 실질적으

로 종부의 리더십은 봉제사 접빈객에 필요한 음식 준비를 하는데서 발휘되는 리더십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나 가족 관계에 한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또한 자신의 뜻을 사회 속에서 실현할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여성이 젠더화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신의 뜻을 공적으로 펼치5)는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군자를 뜻하

지 않는다.

5) 번 과 존속을 중심가치로 삼는 종법제도 아래에서 가문의 혈통을 잇는 자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가문의 

후손을 낳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성의 성적인 통제는 필요하며(가 요구되며), 자손을 기를 어머니 역할에 한 강조가 

부덕의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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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유교적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그 규범에 의해 구성되는 자아인 동시에, 자신을 구성하는 규범적 질서

의 세계에 자신의 뜻을 펼치는 자이기도 하다. 윤리적 행위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이다. 도덕적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서 옳은 것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반면 정치적 실천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넘은 공중에 공개적으로 발화하여 공적인 문제로 만들어 가는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군자와 

달리 부덕의 실천이 가(家)를 넘지 못하는 여성은 기껏해야 반쪽짜리 군자인 셈이다.

3. 성별통합적 덕의 실행

비록 인의 실천 방식이 하나가 아니며, 다양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사회가 범주화한 집단에 따라 그 실천방식을 고정한다는 것은, 현 의 시점

에서 볼 때,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유교의 성별분업화 된 방식으로써의 도덕성의 실천은 전통적인 유교의 

가부장적 종법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라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어 보인다. 종법제도의 유지를 고수해야 

할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의 차이에 기초해서 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서로 다른 정체성과 덕목들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의 타당성을 오늘 날 무엇을 근거로 설득할 수 있는가? 성의 차이가 사회적 구분의 

절 적 토 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많은 성적 구분이 실은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이라는 통찰에 비추어 볼 때, 수 많은 다른 개성과 이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을 생물학적

인 차이를 근거로 단 두 범주로 구분하고, 그 범주에 각각에 다른 덕의 실천 방식을 할당하는 것에 한 타당

성을 현  사회에서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전통적으로 유교가 가부장적 종법 질서의 예를 유교적 

실천으로 삼아야 하는논거도 유교 경전 안에서조차 뚜렷하게 찾을 수 없다. 이에 한 공자의 답변이라곤, 

그것이 주 의 질서 기 때문이라는 것 정도이다.6) 말하자면, 옛것이 그러했다는 것 외에 유교가 달리 제시하

는 합리적이거나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주 의 질서를 예의 모범적 질서로 취했던 것인가? 핑가레트는 진정한 예는 전통 속에

서 발견해야한다고 믿는 공자의 신념으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7). 공자는 예란 몇 몇 개인들의 합리적 

계산이나 천재적 발상에 의해 ‘급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을 거쳐 과거로부터 전승된 관습 및 

규범들에 기본적으로 의거해야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전통은 개인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며, 동

시에 역사적인 성격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런 관습이기 때문에 어떤 외재적인 권력이나 폭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성숙된 ‘인간적’인 것들이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내재화된 전통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예의 실행을 보장해 주는 원천이라는 말이다.

6) Jiyuan Yu 예가 무엇인가를 묻은 제자의 질문에 답한 공자의 “극기복례”를 “자신의 욕망을 넘어 주 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라 해석하고 있다. "Virtue: Confucius and Aristotle", Philosophy East & West, vol.48, no.2, Apr. 1998, pp.323-47

7) 핑가레트 (송 배 역, 1993), 공자의 철학:서양에서 바라본 예에 한 새로운 이해(서울:서광사), 옮긴이 머리말,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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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 의 것이 전승 유지되는 이유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성숙된 ‘인간적’인 것

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꼭 참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권력 있는 이들에 

의해 선별되고 재의미화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익

숙하며 인간적이어 보이는 것은 종법적 질서의 예의 실천에 있다. 유교의 규율을 내면화하고 반복적으로 실천

하는데서 그것은 유지 계승될 수 있을 뿐이다. 사소하고 세 한 부분에까지 예법을 규정하여 의례화 하고 신

성시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 훈육의 제도가 없다면, 종법 질서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곳에 그렇게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관습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성숙된 ‘인간적’인 것으로 유지되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역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어 지도록 끊임없는 훈육과 실천에 의해 내면화된 규율이 

그 관습을 지탱해 가는 주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의례와 생활 예법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어떤 제도나 질서

를 자연의 질서로 만드는 사회는, 외부적 규범과 내부적 욕망이 일치하는 이들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좋기만 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의례와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 세계에서의 그것은 

자율적이라기보다는 타율적이며,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디스토피아일 가능성이 높다.

4. 통합적 윤리로서의 유교해석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유교가 오늘날의 민주적 가치와 양립하는 안적 삶의 질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처음

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유교 사상이 유교적 인간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는 동시에 정치 사회적 원리이

기도 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법적 질서 유지에 필요한 남녀유별의 질서로 음양의 원리를 해석하고, 

이분법적으로 유교의 예법을 성별화한 실행이 바로 덕의 기능적 성별 분업이다. 가족과 친족을 비롯한 가까이 

있는 이들과의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는 어쩌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 될 것이다. 예컨 , 갓 태어난 아기의 취약성을 돌보

는데는 그 아기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예민함이 요구되며, 그 상태에 우선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타인지향적

인 보살핌의 품성이 필수적이다. 즉, 이것은 타인에 한 지향성으로 나타나는 앞에서 보았던 종부 여성들이 

터득한 도덕성이다. 동시에 남성의 실천은 사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공적인 데로 이어

진다. 이곳에서 남성의 실천은 상 를 헤아리며 보살피는 데만 있지 않다. "신하가 군주에게 간언하는 것은 

금(金)이 목(木)을 바로 잡는 관계를 본받고, 자식이 부모에게 간언하는 것은 화(火)가 곧은 나무를 굽게 하는 

것을 본받은 것"에서 나타나듯, 군신과 부모 자식간에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 역시 중요한 실천적 가치이

다.

한편, 공동체적인 사회의 관계 질서가 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윤리적 가치를 토 로 해야 한다면, 오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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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가 취해야 할 덕의 실천은 성에 따른 분업화 신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공동

체가 유지 발전되는데 필요한 덕들로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들로 삼는 것이다. 한 가지 덕만을 갖추고 다른 

하나의 덕을 갖추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시민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황제내경의 음양(陰陽)관계에 비추어 설명해 볼 수 있다. 황제내경에 따르면, 만물의 구성 원리이

자 생명의 원리이기도 한 음양이 인간의 몸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음이나 양의 한쪽으로 치우쳐 성하거나 

쇠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음이 과도해지면(勝) 양이 병들고, 양이 과도하면(勝) 음이 병든다.” 
또한 “양이 성(盛)하면 외열이 되고 음이 성(盛)하면 내한이 된다.8) “음이 양을 이기지 못하면.. ‘광증(狂症)’이 

생기고, 양이 음을 이기지 못하면 오장의 기(氣)가 서로 다투어 아홉 구멍이 통하지 않게 된다.”9)
이전의 사상들과 해부 지식 그리고 현장 치료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성립된 황제내경에서의 음양은 철저하

게 '균형(均衡)'을 이루어야 하는 상이 다.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면 병증이 생겨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 

그리고 황제내경에서, 오행 상생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확정하여 모든 인체 생명현상을 설명하고 있음

을 밝힌다.10)

음과 양은 관계적인 것으로서, 개별적 실체도 아니고, 분리 가능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분리하

여 남성을 양으로 여성을 음으로 접근하거나, 우열을 비교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이다.11)11) 

그것이 관계적인 것이라면 우열이 아니라 균형이냐 균형의 깨짐이냐 즉, 치우침이냐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황제내경은 음양(陰陽)의 ‘균형’을 몸의 건강한 상태로, 그 균형이 깨어짐을 질병의 상태로 파악한다.

이것은 성별에 상관없이 몸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음양의 균형 

상태에 따라 한 인간의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이 드러나듯이, 젠더적인 덕들이 한 인간 안에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인격적 도덕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음덕을 여성에게 양덕을 남성에게 분할

하여 실천하게하고 터득하게 할 수 없거니와, 그렇게 만들려는 제도화된 또는 인위적 노력은 치우친 성품의 

개인들로 인해 결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8) 소문(素問)｢음양응상 론(陰陽應象大論)｣) 조헌  저, 위의 책112쪽~113쪽, 심귀득(2013) 재인용

9) 소문(素問)｢생기통천(生氣通天)｣심귀득(2013) 재인용

10) 심귀득(2013), ｢음양오행으로 감정읽기, 치유하기:황제내경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16집,

11) (尊陽卑陰)의 유래는 주역(周易)의 경문(經文)을 해석하는 역전(易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주역(周易)해석사에

서 “정치적 도덕적 질서 특징으로 상하존비 등의 양존음비(陽尊陰卑)의 위계질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후 한(漢) 의 동중

서에 의해 체계화되고 송(宋)  정 이천 등에 의해 상하존비의 음양차별의 관점이 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심귀

득(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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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이 글은 유교를 현 적 삶의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를 여성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그것이 현재적 안

으로 고려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할 지점을 탐색하 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유교가 

그 본래정신으로 삼는 인은 구체적인 예법의 실천을 통해 그 실천 행위자의 덕성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행위

자가 어떤 예를 실천하는가에 따라 실현되는 덕의 내용이 달라진다. 유교의 예법은 엄격히 성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유교의 예를 통해 여성에게 실현되는 덕과 남성에게 실현되는 덕은 다르다. 여성의 정체성과 남성의 

정체성을 다르게 구현하는 유교의 예는 부계혈통의 종법 질서를 위한 것이었다. 그 종법 질서를 인간의 덕의 

기초로 삼고자 한 역사 속의 유교는 그 질서를 의례와 생활 속의 끊임없이 자기 훈육적 예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제 유교의 인(仁)의 정신이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체화되기 위한 길은 성별

화된 윤리를 시민의 통합적 윤리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통합적 윤리로서의 유교 윤리는 생명을 길러내는 구체

적인 속에서 함양되는 도덕적 덕과 함께 도와 의에 부합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실천의 덕을 체현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같은 성별 통합적 덕목을 갖춘, 음양의 균형을 이룬 이들의 모범을 따라 그 덕을 실천하

고, 그 뜻을 연마하는 배움의 터가 있을 때, 일상이나 제도적 질서가 그러한 덕성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조직되

고 운 될 때, 비로소 그 유교 사회는 공유하는 규범에 의해 자아를 구성하고, 또한 자아를 구성하는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가치와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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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유학의 가족 인식과 젠더- 17세기 조선 유학의 가족 감정 서사를 중심으로 

김세서리아(발표) - 이화여

본 논문의 목적은 17세기 조선 유학자들이 여성 가족을 위해 지은 제문의 감정 서사에 주목하여, 한국 전통 

유학의 가족과 여성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전통 유학의 가족과 여성에 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 논문이 특별히 17세기의 제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는 조선사회에서 양난 이후 

총체적인 사회 변화에 비하여 주자학의 절 화와 가부장적 예제가 강화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흐름과는 다른 방면으로 17세기에는 여성에 한 남성 유학자들의 글이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

고 감정에 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17세기 남성 유학자들이 죽은 여성 가족을 위해 지은 제문에 나타나는 가족 간의 사적 친 성과 

애정에 기반한 감정 서사의 구조와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을 살펴본다. 제망실문과 제망매문, 그리고 

제망녀문에 나타난 남편, 오라비, 아버지의 아내, 여동생, 딸에 한 사적 감정 서사를 고찰하는 속에서 남성 

유학자들이 죽은 여성 가족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기억하는 내용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가 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전통 유학의 가족과 여성에 한 연구 방식이 주로 

유교적 이념, 제도에 치중해 왔던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전통유학의 가족과 여성 인식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전통 유교 사회에서 가족 혹은 가문은 여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전부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성과 가족 간에는 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조선시  여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아버지, 남편, 아들 등의 

남성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거 해준다. 특히 공적 역에서의 활동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조선 시 의 여성들에게 가(家)는 단지 사적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 유교 사회에서의 여성 인식의 문제를 가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은 필수불가

결한 방법이다.1) 

1) 조선 시  가족제도에 해서는 김두헌,조선가족제도 연구 서울 학교출판부, 1948, 최재석,한국가족제도사연구,일지사, 

1996, 이효재,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이순구,｢조선시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신수진,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등을 참조. 

유학과 가족의 관계에 해서는 이숙인,｢유학의 가족사상｣,한국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김미 , 유교문화

와 여성, 살림, 2004, 김경미,家와 여성-18세기 여성 생활과 문화, 여이연, 2012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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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  가족이 가부장제적인 유교 이념에 기반해 있음은 보편화된 사실이며, 따라서 이념적, 제도적 측

면에서 조선 시  가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 방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념이나 제도 등의 

거시적 측면을 통해서만 가족 문제를 다루게 되면, 가족 관계와 개인의 정체성이 감정, 서사, 기억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감정과 분리되

는 독립적인 인식론적 기준을 설정하고 감정을 가치 폄하하는2) 접근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가족 내에서의 

경험과 감정은 가족을 구성하는 데에 무시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며, 가족 관계나 가족애는 객관적인 사실 

혹은 이념뿐만 아니라 경험과 감정에 근거해서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유학의 가족과 여성에 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특별히 17세기의 제문에 주목한

다. 그 이유는 첫째, 17세기는 조선 사회에서 양난 이후 총체적인 사회 변화에 비하여 주자학의 절 화와 

가부장적 예제가 강화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서민층까지주자가례가 확산

되고 적서차별의 강화, 남계 혈통 중심으로의 혼인제도 변화, 종모법 실시동족 부락, 입후제도의 일반화, 장자

차등분급의 재산 상속제, 적서차별의 강화, 남계 혈통 중심의 혼인제도가 강화되는 등 가부장제 가족의 공고

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여성 차별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었다.3) 둘째, 이러한 흐름과는 다른 방면으로 17세기

에는 여성에 한 남성 유학자들의 글이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고, 감정에 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지는 

속에서 가족 감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기 때문이다.4)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17세기 조선 유학자 - 특히 우암과 농암- 들의 제문에 나타난 여성 

가족에 한 서사에 주목하여, 가족 간의 사적 친 성과 애정을 중심으로 하는5) 감정 서사의 구조와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제문은 기본적으로 예제를 거행하는 의식적 

기능과 더불어 망자에 한 애도, 작성자의 가족을 잃은 상실감, 슬픔과 비탄의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적 기능

도 지닌다. 따라서 이념과 제도에 기반한 가족 이해뿐 아니라 가족 감정 서사를 살펴보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

2)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인간의 감정은 흔히 은폐되고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감정은 비본질, 비합리성, 결핍, 주관

성, 수동성, 나약함, 불순함과 동의어로 간주되어 왔으며, 따라서‘감정적’이라는 말은 본질, 이성, 객관성, 자기 충만성, 능동

성, 강인함, 순수함을 실현하기 위해 은폐되거나 배제되어야 하는 혹은 통제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가치폄하 되어 

왔다. 하지만 감정에 한 이러한 접근들은 감정과 판단, 인지 등의 관계를 도외시하게 만든다. 감정이란 결코 감각이 아니며 

생리학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아니고 또한 여타 역에서의 사건도 아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한 인식 속에서 감정

은 사건이 아니며 단순히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Robert C. Solomon, "From Emotions 

and Choice" What is the emotion?, Oxford University, 2003, 224쪽. 감정과 이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이론은 감정이나 관심을 초월한 상태에서 구성되는 것인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만 하는

지 등에 한 반성적 성찰이 바로 그것이다.(정 현 외 지음,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3) 최재석의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96, 참조.

4) 강혜선,｢농암 김창협의 묘지명 연구｣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논총간행위원회, 1998, 진 미,농암 김창협 시론 연구보고

사, 1999, 139쪽 등을 참조. 

5) 인간의 본성상 가족 관게를 필요로 하는가의 물음과 관련하여 김혜숙은 인간은 친 감을 확인하기 위해 사랑받고 사랑하는 

상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필요하다고 논의한다. 김혜숙,｢한국 문화 속의 가족에 한 철학적 성찰｣
2006년도 한국여성철학회 하계 학술발표회보, 2006. 8. 18.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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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6) 특히 제망실문과 제망매문, 그리고 제망녀문 등에 보이는 남편, 오라비, 아버지의 아내, 

여동생, 딸에 한 사적인 친 한 감정 서사는 이들의 분석은 한국 전통 유학의 여성에 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된다.7)  

2. 17세기 제문을 통해 본 조선 유학의 가족 감정 서사       

1) ‘감정적 기억’8) 과 가족 서사      

주체의 감정적 기억을 축으로 삼아 구성되는 서사 구조를 통해서 조선 시  가족과 가족 담론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마련되는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감정적 기억과 기억의 객관성 

확보 문제에 해 논의해보자. 기억은 인간에게 자서전적 기록을 제공해주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

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기억은 어떤 경험의 지속적 결과로 이해되며, 

기억과 경험의 관계에서 기억은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학습한 결과, 즉 새로운 정보 습득의 결과로 정의된

다.9) 물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은 기억되고 어떤 

것은 기억되지 못하는 등 기억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때문에 하나의 사건 중에서도 특별한 각성을 

일으키는 것만이 뚜렷하게 기억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경우라도 차후에 그것이 기억

되는 내용은 사람마다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억이 동시에 망각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과 선택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10) 

6) 조선 유학의 가족 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사 부들의 문집에 실린 여성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애제문, 행장, 묘지명들

을 모아 번역한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보고사, 2006)과떠난 사람에 한 그리움의 미학, 애제문(보고사, 2011)이 있

다.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이 시기별, 사 부별로 배치하 다면,애제문은 가족관계별(ex. 조부모, 외조부모, 처조모 등 

/ 부친, 백부,중부 등 / 모친, 백모, 숙모, 고모 등 / 형, 남동생, 누나, 누이 / 아내, 형수, 제수, 첩 / 아들, 딸, 조카, 질녀, 

며느리, 질부 등)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7) 인물의 공적을 기술하는 측면과 더불어 애도라는 감정 표출의 기능이 맞물려 있어 특히 가족 감정을 잘 보여주는 글인 제문에 

관한 연구는 이혜순 등이 지은우리 한문학사의 여성 인식(집문당, 2003)이나 황수연의｢17세기 祭亡室文과 祭亡妹文 연구｣(
한국한문학연구제30집, 2002)가 있다. 학위 논문으로는 유경숙의조선조 여성제문연구(충남  박사학위논문, 1996), 정수

미의조선시  제망실문 연구(경성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문학 방면에서 접근된 것이어

서 가족 감정의 사적인 측면이 어떻게 공적 이념과 연관되는지, 사 부의 글에 나타난 가족 감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지 등에 한 철학적 성찰이 충실히 논의되지 못하여 아쉽다. 사 부들의 사상적 경향

과 가족에 한 서사 간의 관계를 치 하게 분석하여 논의한 연구가 마련되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  

8) 실제로 일어난 일에 한 기억을 사실적 기억이라 한다면, 그 사실에 해 느꼈던 감정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을‘감정적 

기억’이라 한다. 감정적 기억은 사실적 기억에 감정적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승헌, 뇌홉흡 2 한문화, 1999, 

137쪽 참조, 기억을 감정과 연관시키면서‘감정적 기억(emotional memory)’이라고 개념화한 논의에 해서는 마그다 아놀드 

Magda Arnold(김혜련,｢서사담론으로서의 가족애｣한국여성철학vol. 7, 2007. 6.에서 재인용)를 참조.

9) James L. McGaugh,기억과 감정박소현, 김문수 옮김, 시그마프레스, 17쪽 

10) 김혜련,｢서사담론으로서의 가족애｣한국여성철학vol. 7, 2007, 78-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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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기억의 객관성은 그만큼 담보 받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기억이 단지 주관적이거나 허구적인 

것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좀 더 꼼꼼히 생각할 일이다. 왜냐하면 기억은 개인의 역에서 출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맥락의 소환 장치에 의해 재생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가능성을 지니

며, 또한 기억은 반드시 어떤 사실에 의거하여 시작하며 과거를 현재 시점으로 불러내는 활동으로서 현재와 

필연적으로 연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11) 특히 기억의 주체가 그 사회의 중심부에 속해 있거나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에 매우 긴 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주체가 기억하는 내용은 그저 개인적인 

구성물에 그치지 않고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크게 반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은 여성 가족에 한 작가의 기억과 회고를 통한 망자에 한 추모와 애도로 이루어지는 

남성 유학자들의 제문을 살펴보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남성 유학자들의 여성 가족에 한 제문을 

고찰함으로써 남성 유학자들이 여성 가족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지, 남성 유학자들이 여성 가족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혹은 왜 과거를 변형하거나 허구적 서사로 전환하는지, 그들이 여성 가족에 해 

기억하는 내용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의 조선 가족과 여성에 한 연구가 유교적 이념, 제도에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기억을 통해 구성되는 서사는‘이야기를 제시하는 모든 것’‘사건의 재현’혹은‘사건의 연속’을 의미한다. 따

라서 가족 서사는 일상적인 것, 신체, 감정, 욕망, 사적 느낌, 기억 등을 모두 포함하며, 주체와 가족 구성

원 간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제문의 서사에서 주인공 여성은 주체, 서사, 이야기, 말하기

의 주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호명된 자, 상, 타자 혹은 억압된 자에 그치지도 않는

다.12) 기억은 찢겨진 것을 다시 짜 맞추거나 과거와 현재의 완전한 연속성을 서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역사성을 파괴하고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기억들을 되살리려는 성향을 털어내 버리는 성향을 

지니기”13)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유학자들의 여성 가족에 한 감정적 기억의 서사는 죽은 여성 가족과 연관한 사건들과 그것으

로부터 산출되는 가족 감정이 단지 주관적인 감상이나 추억에 그치거나 당 의 이념을 소극적으로 반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과 그에 한 주체의 감정 반응이나 행위를 환기함으로써 저자로 

하여금 제문의 주인공인 여성 가족 구성원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가족 관계

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14) 

11) Emotion and Gender: Constructing meaning from memory, by June Crawford. Susan Kippax. Jenny Onyx, Una 

Gault, Pam Benton, (Sage Publications: London, Newbury Park, New Delhi, 1992) 참조.

12) 로버트 숄즈 외,서사 문학의 본질, 임병권 옮김, 예림기획, 2007.

13) M. 제이,아도르노, 서창렬(역), 시공사, 2000, 106쪽. 

14) 김혜련,｢서사담론으로서의 가족애｣한국여성철학제7권, 한국여성철학회, 2007, 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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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세기 제문을 통해 본 가족 감정 서사

상기한 바와 같이 17세기 조선에서는 남성 유학자들의 죽은 여성 가족을 위해 지은 제문이 크게 증가하

다. 제문은 비지류가 망자에 한 애도와 더불어 덕녀로서의 칭송을 강조하고 의례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는 

글과는 달리 저자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제문은 정(情)만을 표출하는 글은 

아니다. 제문과 비슷한 양식인 애사가 슬픔을 마음에 의탁하여 말로 드러낸 글15)로서 정의 표출을 위주로 하

는 글이라면, 제문은 의(意)라고 하는 지적인 요소와 성(誠), 경(敬) 등의 정신적 자세가 정(情)과 함께 구비되

어야 하는 글의 형식으로 특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문은 제사라는 예식을 거행하는 의식적 기능과 저자

가 주인공을 애도하는 마음과 죽은 사람을 잃은 상실감,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안타까움 등의 심정을 드러내

는 정서적 기능을 지니며, 의례적인 청탁에 의해 제작되었던 망자를 위한 다른 글과는 달리 사적인 감정의 

표출이 더 진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제문 분석을 통해서 이념이나 제도적인 접근으로 가족 

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역, 예컨  아내를 잃고 난 후 애절하게 느끼는 상실감과 외

로움에 한 남편의 감정, 평소 아내에 한 감정을 고백하지 못한 것에 한 미안한 감정, 딸이나 누이 등에 

한 애틋한 감정 등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17세기의 제문 중 우암 송시열과 농암 김창협16)의 여성 가족을 위해 지은 제문을 고찰함으로써 

당  조선 사회의 가족 감정 서사와 여성에 한 인식을 살펴본다.17) 우암 송시열은 조선 사회의 정치, 사회, 

사상을 규제하는 가장 향력 있는 학문 체계를 구성하 으며 17세기 조선 예학의‘상징적 기호’18)로 떠올려지

는 인물이고, 농암은 조선 후기 감정에 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여는 주요 인물이면서 우암과 더불어 여성 

가족에 한 제문을 가장 많이 남긴 유학자로도 인식되는 인물이다. 특히 우암의 경우,“맹자 이후의 선비들이 

모두 꿈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과 같았는데 주희가 나온 이래 도학이 드러나고 발휘되어 남김없이 드러났다”19)
와 같이 본인의 학문적, 사상적 특징을 당당히 고백할 만큼 철저하게 주자학자의 본분을 지킨 자이다. 당 를 

비롯하여 이후의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 한 향력을 행사했던 주자학자이자 예학의 정통 학자인 우암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 그의 가족관 역시 주자학적 이념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15) 서사중,문체명변｢애사조｣夫哀之爲言, 依也. 悲依於心, 高曰哀 以辭遺哀 故謂之哀辭也.(이은 ,제문, 양식적 슬픔의 미학

, 태학사, 2004, 266쪽에서 재인용)

16) 우암과 농암의 사상적 연관성에 해서는 이천승,농암 김창협의 철학사상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을 참조. 이천승은 “농
암은 서인 내부의 노소 분기 현상에서 우암을 변호하고 같은 맥락에서 소론 측 박세당 학설에 해 적극적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농암의 태도는 우암을 축으로 주자학을 표방하던 노론 의리파의 결속과정에서 산출된다.”고 주장한다.  

17) 우암이 여성을 위해 제문은 15개로 그 중 14개가 여성 가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농암의 제문은 총 

10개인데, 그 중 9개가 여성 가족을 위한 것이다.  

18) 홍인숙,｢송시열,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 집문당, 2003, 248쪽. 

19) 宋子大全 卷 75 書｢答李彝仲｣ 自孟子以後士者, 都如夢中人, 由朱子以來彈發 道學無復餘蘊, 而其大要只在於明理欲判義理, 

故能壁立萬仞, 爲百世師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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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지은 죽은 여성 가족을 위한 제문에서 우리는 단지 유교 이념에 입각한 엄격한 가부장의 모습만이 

아니라, 따뜻함(warmth), 평온감(comfort), 애틋함(heartrending)과 같은 심리적 느낌이나 가족 관계를 표

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볼 수 있다. 

우암이 아내, 며느리, 딸 등 죽은 여성 가족들을 위해 지은 제문을 통해 그의 여성 가족에 한 감정적 기억

의 서사에 접근해보자. 

 

숭정 신축년 10월 정미 그믐날 시아버지는 변변찮은 제수를 치려 너 며느리의 관에 고하노라. 

아아 슬프다. 지난 4월 네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 수희와 밤새 서쪽으로 오다가 미처 강을 건너기

도 전에 문득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아 평소에 너는 편지에서 늘 깊이 사모한다고 하더니 이제

는 어찌하여 나를 기다려 주지 않고 끝내 나로 하여금 잠시도 보지 못하게 하느냐? 지난 해 국상 때 너는 지나

치게 슬퍼하여 몸을 상하지 말라고 나를 권면하고 이제 다시 너를 걱정하여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죽었단 말이냐? …… 네가 아플 때 부쳐준 봄옷을 내가 차마 입지 못하고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서 

자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입혀 달라고 했다. 들으니 네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편지를 들고 몹시 슬퍼했다

고 하더구나, 아아 내가 너를 어질다고 여기긴 했으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알지 못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염려했으면 이렇게까지 생각했겠느냐? 너는 또‘내가 죽으면 아버님께서 반드시 지나치게 슬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 아아 내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너의 뜻을 이루어주

려고 하나 슬픔을 멈출 수 없으니 너 또한 반드시 저승에서 더욱 슬퍼하고 있으리라.…… 이른바 슬픔을 드러

내지 않는 것이 또한 어찌 끝없는 슬픔이 아니겠느냐? 도 체 내가 하는 이 말을 너는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아아 슬프다, 너는 흠향하라.20)

아아 내가 그 와 부부가 된 지도 벌써 53년이나 되었소. 그간 나의 가난에 쫒기여 변변찮은 음식이나마 

배불리 먹은 적이 없고 힘써 일하며 고생하던 모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소. 게다가 나에게 쌓인 재앙으로 

인해 아이들도 일찍 많이 죽었으니 그 칼로 베는 듯한 슬픔과 지독한 고통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었소. 근래에는 화를 만나 만나지 못한 것이 벌써 4년이나 되었는데, 때때로 나에 해 전해 듣는 일이 놀랍고 

두려운 것들이었으니 그  가슴이 녹아내리고 속이 타서 놀라고 두려워 애태운 것이 끝이 있었겠소? 그러나 

결국 쇠약해져 병에 걸려서 여기에까지 이르 으니 그 처음과 끝을 살펴보면 모두 내 탓이오. 그  운명이 

좋지 못하여 이 못난 사람을 만났으니 그 는 비록 원망하지 않았지만 내 어찌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겠소? 

……아아 지금 나에 한 소문이 너무도 흉흉하니 그 가 살아있다 해도 그 고통을 어찌 견디었겠소? 훌쩍 

먼저 가서 아득히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 도리어 뒤에 남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구려. 아아 과연 그러하

20) 1661년 며느리 이씨를 묻기 전에 관을 맞이해서 쓴 제문｢祭子婦李氏文｣(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이화여 출판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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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혹 평소의 선량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가슴을 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소? 아아 창졸간의 일인 데다 

갈 사람들이 곧 떠나게 되어 마음은 끝이 없으나 말로 다하지 못하겠소. 그 는 모르지 않거든 나의 슬픈 마음

을 살펴보시라. 아아 슬프다. 아아 슬프다.21) 

아픈 며느리가 만들어 보내 준 봄옷을 차마 못 입고 자신이 죽은 후에 수의로 입겠다고 말하는 목, 자신이 

보낸 편지를 들고 슬퍼했다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목, 아내가 병상에 눕게 된 것이나 죽

음을 맞이한 것 모두가 자신의 탓임을 고백하는 목, 죽은 후에도 황천길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지나 않을

까하는 죽은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 제문을 받아서 곧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슬픔을 글에 온전히 담지 못하

고 여러 차례‘슬프다’는 말로만 표현하는 내용은 자구적이건 은유적이건 가족 감정의 서사를 보여주는 사례들

이다. 

또한 우암의 서녀와 여종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은 특별한 가족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족 감정의 서사를 

보여준다. 전통 유교 가족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여성 가족이 어머니, 아내, 며느리라고 한다면, 딸, 

특히 서녀나 식솔이지만 혈연관계에 있지는 않는 여종을 위해 제문을 지어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낸 우암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일로 평가된다.22) 

 

숭정 임술년(1681) 5월 17일 주인은 멀리서 술과 안주를 갖추어 와서 옛날의 여종 구춘의 묘 앞에 고하노라. 

…… 내 너를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내 어린 손자가 생계를 의지할 데가 생겼다고 여기

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연유인지 흉한 일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죽고 말았으니 너무도 놀랍고 당혹스럽

구나. 너의 부음을 듣고 어찌 슬픔을 견디겠는가? 너의 미천한 신분에서도 해야 할 일을 모르지 않았기에 너의 

마음만은 하늘의 도리에 합치된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너를 잃으니 하늘의 이치는 알기가 어렵다. 

무릇 여기에 한 말은 진실로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네가 이를 모르지 않거든 와서 흠향하라.23)

숭정 무진년(1688) 2월 갑진 삭 15일 무오일에 늙은 아비는 이렇게 술과 밥을 갖추어 너 민씨 부인의 관 

앞에 올리노라.……아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먼저 가서 이 팔십 노부로 하여금 슬픔으로 장이 끊어지게 

하느냐? 아아 세도가 쇠하고 풍속은 구차해져서 사람의 도리가 상하게 되었으니 너와 같은 어짊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해도 죽으면 마땅히 애통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부녀지간이니 그 애통함을 어찌 하겠느

냐? …… 아아, 병들어 누운 지 석 달이 지나니 정신이 소진되어 글을 써도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21) 제2차 예송 논쟁으로 실각하여 1675년 이후 계속 유배 중이던 우암이 숭정 정사년(1677) 5월 4일 죽은 아내 이씨의 관이 

조정의 논의가 급박하여 좋은 날을 가릴 겨를 도 없이 급히 유성의 산기슭에 임시로 묻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은 제문｢祭亡
室李氏文｣(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보고사, 2006)

22) 홍인숙,｢송시열: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우리 한문학사의 여성 인물,집문당, 270쪽 참조

23) 자신을 섬겨 온 여종 구춘에게 주는 제문,｢祭故婢九春文｣(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보고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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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해도 내 소식을 다 낼 수가 없구나. 아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아아 나는 할 말이 있건만 너는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네가 말을 하고 있어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냐? 아아 슬프다, 아아 

슬프다, 너는 흠향하라.24) 

 

이와 같은 여성 가족의 죽음에 한 슬픔의 감정 서사는 17세기 후반의 문인, 농암의 제문에서 좀 더 사실적

으로 나타난다.25) 농암은 우암과 더불어 여성을 위한 제문을 많이 남긴 인물 중의 하나로 다른 어떤 유학자의 

글에서보다도 애틋한 추념의 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죽은 이의 삶을 묘사하는 과정 역시도 생생하게 그

리고 있다.26) 농암은 딸, 친누이, 조카 누이, 제수, 숙모, 고모, 외할머니, 외종조모 등 여성 가족의 죽음에 

해 다양한 애도한 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누이가 요절하 을 때와 삼년 사이에 자식 셋을 연달아 

보내고 나서 지은 제문에서 오라비와 아버지의 애끊는 슬픈 심정을 간곡히 표현하고 있다. 

누이동생의 죽음을 맞이하여 농암은 1680년 누이가 죽은 후 석 달 되었을 때(｢祭亡妹文｣), 다음 해 누이의 

기제사 때(｢再祭亡妹文｣), 그리고 누이의 묘를 이장할 때(｢亡妹遷窆祭文｣) 등 세 번의 제문을 짓는다. 누이가 

죽고 석 달 되는 시점에 지은 제문에서 농암은 슬픈 감정과 더불어 살아있는 자로서 어쩔 수 없이 망자를 보내

면서 정을 떼어내야 하는 마음을 애틋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아 슬프다. 네가 죽은 지 벌써 석 달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실로 망망하고 황황하여 네가 죽었음을 알지 

못하겠더니 염하고 관을 덮고 달이 지나고 날이 지나니, 만사가 그렇듯 이 마음 또한 쇠하여 가는구나. 그래도 

눈을 뜨면 마치 네가 여전히 살아 있는 듯싶고 출입할 때 어디선가 혹 너를 만날 듯도 싶다. 그러기를 바라도 

그럴 수 없고 어디를 가도 너를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또 돌아보며 우두커니 서서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

게 된다. 어리석고 헛된 생각이니 마치 길 떠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잠든 사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

는 것과 같다.……우리 여섯 형제로 하여금 각각 그 햇수를 덜어서 네 목숨을 살 수만 있다면 어찌 터럭만큼이

라도 아까운 마음을 갖겠느냐. 27)

누이가 처음 죽었을 때는 죽음과 삶,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간극을 미처 떠올리지 못하다가 장례를 치르

는 과정에서 점점 그것을 깨닫고 사실로 확인하게 됨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남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수명을 덜어서 누이의 수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24) 우암이 측실과의 사이에서 둔 서녀에게 주는 제문｢祭庶女閔氏婦文｣(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보고사, 2006)

25) 김세서리아, ｢조선후기 유학의 가족 인식｣,유학연구, 충남 학교 유학연구소 26집, 2012

26) 강혜선,｢농암 김창협의 묘지명 연구｣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논총간행위원회, 1998, 393쪽 참조.  

27) 농암과 14살 터울인 하나 밖에 없는 누이동생이 죽은 지 석 달 뒤에 쓴 제문,｢祭亡妹文｣(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보고사, 

2006)農巖集卷29,｢祭亡妹文｣嗚呼哀哉. 自汝之亡, 今已三月矣. 其始也, 固芒芒焉恍恍焉, 不知其爲死爲鬼也, 及其旣已歛而
蓋棺, 越月而踰時焉, 則萬事亦已窮矣, 此心亦可以衰矣. 然而寤寐之間, 常若汝之猶存也, 出入之際, 常若汝之或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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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날이 가면 점점 잊게 된다 하지만 너로 인한 나의 슬픔은 원하다. 날과 달은 쏜살같이 또 돌고 

도는데, 길을 가나 잠을 자나 나는 생각에 잠긴다. 네 목소리 네 얼굴이 그 로인데 누가 너를 멀리 갔다 말하

는가. 여럿이 모여 웃고 떠들면 혹 너를 잊은 듯하나, 문득 네 생각이 떠오르면 칼로 살갗을 찌르는 듯 이 

지극한 아픔이 폐부에 매여서 죽어도 잊기 어려우니 어느 세월에 잊을까.28) 

자신과 14세 차이가 나는 누이동생이 16세라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에 해 크게 슬퍼하는 농암은 그런 

슬픔이 1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음을 “칼로 살갗을 찌르는 듯하며, 그 아픔이 폐에까지 전달되는 듯하다”고 신

체의 고통과 연결하여 실감나게 토로한다.29)  

 이 같은 가족의 죽음에 한 농암의 슬픔은 두 딸과 아들을 거의 동시에 잃었을 때 극에 달한다. 농암은 

셋째 딸을 잃고 나서 석 달 만에 아들을 잃으며, 그 후 삼 년 만에 다시 둘째 딸을 잃는다. 셋째 딸의 첫 기일을 

맞으면서 기일 이틀 전에 지은 제문,｢祭亡女吳氏婦文｣에서 농암은 딸이 죽고 나서 불과 석 달 후에 아들의 

죽음을 또 맞게 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당시에 딸에 한 애틋한 감정과 슬픔, 회한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적고 있다.

숭겸이(아들)가 아직 살아있고 네가 죽었을 때, 나는 참으로 내 몸의 반을 잘라낸 듯하 다. 그런데 숭겸이 

마저 죽고 나니 나는 몸이 없는 것이다. 한 자리에 머물러도 마음은 바쁘고 어디를 가도 망망하니 천지가 위

한 줄도 해와 달이 밝은 줄도 알지 못하겠다. 사정이 이러하니 비록 잠깐이라도 다시 전날의 즐거움을 찾고자 

한들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30) 

셋째 딸과 아들을 연달아 잃은 농암은 3년 뒤에 또 다시 둘째 딸의 죽음31)을 맞이하게 된다. 이 때  겪었던 

농암의 망연자실하는 슬픔의 감정이｢祭亡女李氏婦文｣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재앙이 닥쳐도 마땅히 끝이 있는 법이다. 내 비록 죄악을 깊이 쌓았다 해도 하늘이 이미 몇 달 사이에 딸과 

28) 누이동생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제사 때에 쓴 제문,農巖集卷29,｢再祭亡妹文｣群居笑語, 若或忘之, 忽焉顧懷, 如刃觸肌, 唯
玆至痛, 結于肝肺, 沒身難化, 何有年歲. 

29) 누이동생이 죽은 지 5년이 되던 해에 금양에서 광주로 이장하는 즈음에 쓴 제문, 農巖集卷29｢亡妹遷窆祭文｣
30) 오씨에게 시집간 셋째 딸 김운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해에 쓴 제문(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보고사, 2006),農巖集卷30｢

祭亡女吳氏婦文｣崇在而汝死, 余固若割其半體, 崇死而余則無身矣. 居則忽忽, 行則芒芒, 殆不知天地之爲大而日月之爲明. 若
是者, 雖欲以須臾之頃, 復求如前日之樂, 安可得也. 

31) 이태진에게 시집 간 둘째 딸이 죽기 전 몸조리를 위해 친정에 와서 머물기도 했다. 1700년에 셋재 딸과 아들의 죽음을 이미 

경험한 농암은 앓고 있는 둘째 딸을 시집에 맡겨 둘 수 없어서 친정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딸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친정에

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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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빼앗아가서 후사가 끊겼다. 이렇게 심하게 벌을 받았으니 이로써 잘못을 충분히 징계하 다 할 것이

다. 그런데 어찌 또  너까지 요절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 고 너는 또한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죽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면면히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더욱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찌 결국 네가 나를 속이고 죽을 것이라 생각하

겠느냐. 네가 일찍 말하기를“제 병이 치료하기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제가 죽지 않고 견디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사정이 너무나 참담하고 독하여 슬하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이 말이 너무 슬퍼 하늘이 혹시 가련하게 여길까 했었는데, 어찌 네가 마침내 나를 버리고 

죽을 것이라 생각했겠느냐. 오호라, 괴롭고 괴롭다.32) 

가족을 잃은 후 그 슬픈 감정을 토로하는 이 같은 제문에서 유학 이념의 확산을 꾀하려는 강한 의도나 유교

적 여성의 덕목을 강조함으로써 가부장제를 강화, 확산하려는 목적의식 같은 것을 발견하기란 ‘적어도’ 외형적

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그보다는 가족에 한 애틋함, 슬픔, 애정, 유  등의 가족 감정에 기반한 서사

가 거기에 있다. 

3. 조선 유학의 가족 감정 서사를 통한 여성 인식   

이처럼 남성 유학자들의 여성 가족에 한 기억이나 감정 서사는 가족관계 또는 가족적인 것에의 참여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며, 그들의 감정적 기억의 서사는 기억 속 주인공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

부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성 유학자들의 여성 가족에 한 기억과 그것을 통한 감

정의 표출은 어떤 젠더적 의미를 지니는가? 남성 유학자들이 여성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감정을 표출해내는 

것은 단지 주관적인 경험이나 상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제문의 가족 감정 서사를 

통해 당시의 여성 인식의 정도를 살펴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등의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17세기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 한 제문이 증가하 다는 것이나 특정 유학자, 예컨  우암, 농암과 탁은 

유학자들이 여성 가족을 상으로 상당수의 제문을 지었다는 사실33)을 두고 당시 조선 유학의 가족과 여성에 

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남성 유학자들이 여성에 해 긍정적 인식을 했다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문의 주인공으로 여성 가족을 등장시켰다는 것자체로 당시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상승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아주 달리 조선 사회가 성리학적 정통론을 강조하

32) 農巖集卷30｢祭亡女李氏婦文｣且禍患之來, 宜有其極, 余雖罪惡深積, 而天旣以數月之間, 奪其二兒而後嗣遂斬焉, 則其爲罰
已酷, 而亦足以懲其惡矣. 豈宜復夭汝命. 此余意汝之或不死也. 余之所自忖於其中者旣如此. 而汝亦屢經危域, 綿延不絶, 以至
累歲之久, 則益復意汝之終不死也. 豈謂汝竟欺我而死矣. 汝嘗謂 吾疾非不知難矣, 而吾必欲忍而不死者, 以吾父母情事慘毒, 

庶復爲人娛侍膝下, 以少寬其意耳. 斯言可悲, 天或見憐, 而豈謂汝竟棄我而死矣. 嗚呼酷哉. 嗚呼酷哉.

33) 황수연,｢17세기 제망실문, 제망녀문 연구｣한국한문학연구30호, 한국한문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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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에서 상제례를 유교 이념 실행을 위한 중요 의식으로 보편화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34)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고 칭송하는 형식의 글을 통해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이나 덕녀로서의 

정체성을 찬양하는 것은 조선 사회가 가부장제를 공고화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35)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암의 며느리 이씨를 위한 제문에서 며느리에 한 애틋한 감정을 읽어내기 보다

는 며느리가 병상에 있을 때 찾아보지도 않다가 임종에 가까워서야 오는 길에 임종의 소식을 들었다는 우암의 

고백이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산에 묻어주지도 못했고,36) 멀다는 이유로 5년 동안이나 묘를 돌아보지도 못

했다는 내용을 통해 우암의 가부장적 면모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37) 또 당시 상황으로는 특이하게 

서녀를 위해 제문을 지었고 제문에서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딸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읽어냈다는 것을 인정하

기에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암은 결국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더 초점을 두면서 손자를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 아마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미리 발뺌하는38) 장면을 더 강조할 수도 있다. 우암의 제문에 해“망자

의 성격과 자질 자체를 추앙하는 방식이 아니라 망자가 저자를 얼마나 잘 공경하고 위해 주었는지를 기술하는 

모습”으로 특징화하고, 이를 유교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여성, 바람직한 여성의 전형적 이미지를 산출하는 

기제로 이해하는 연구39)들은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농암의 제문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컨  누이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애도하는 감정 서사를 보이면서도 누이가 죽고 석 달 되는 시점에 지은 제문,｢再祭亡妹文｣에는 슬

픈 감정과 더불어 살아있는 자로서 어쩔 수 없이 망자를 보내면서 정을 떼어내야 하는 마음이 표출되어 있

다. “이제 잔을 올리고 밥을 차리며 땅에 술을 붓고 너를 곡하며 결하려 하니, 이는 네가 죽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널 기다리지 않겠다.”40)거나 “조석으로 궤연에 곡하는 것도 오늘로 그친다.” 41) 에서와 같

이 슬픈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통해 감정의 지나침을 경계하는 주자학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유학자

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다. 또한 누이를 위한 제문에서는 망자를 애도하고 칭송하는 속에서 공경, 섬김, 자녀 

돌봄, 공손, 유순, 효성, 우애 등 부덕의 요소를 강조하는 목도 발견된다. 특히 혼인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덕녀로서의 여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전통 유교 사회에서 덕녀가 될 기회를 온전히 얻지 못한 것에 해 애절

34) 상제례 의식은 가족 제도를 비롯하여 정치, 신분, 교육, 경제 분야에 향력을 행사하는 유교적 가치 이념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안호룡,｢유교 의례의 보편화와 전통사회의 구조화｣,한국의 사회와 문화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92쪽 

35) 한기범,｢17세기 여성의 종법적 지위｣충남사학9, 충남 , 1997, 최재석, ｢조선중기 가족, 친족제의 재구조화｣,한국의 사회

와 문화제2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조. 

36) ｢祭子婦李氏文｣(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보고사 참고)

37) ｢再祭文｣(17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보고사 참고)

38) ｢祭庶女閔氏婦文｣, 汝之子始五歲 而茁然可愛 吾若無死 則慈育敎誨 當如尹孫 而吾之衰病 今歲益甚 雖有此心 何可幾耶.   

39) 홍인숙, ｢송시열,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 집문당, 2003, 267쪽.  

40) 農巖集卷29｢再祭亡妹文｣乃今爲酒爲食, 酹汝哭汝, 以與汝永訣, 是余忍以汝爲死爲鬼而不復有望於汝也. 嗚呼, 此何爲也. 

41) 農巖集卷29｢再祭亡妹文｣朝夕之饋 哭止今日, 迨玆一慟, 以洩余哀, 涕流于地, 腸以寸裂. 嗚呼哀哉. 尙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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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기억한다.

너의 아름다운 자질은 청명하고 온순하 고 용모는 빼어나 이미가 훤하게 도드라졌고 풍채도 넉넉하 다. 

효성과 우애는 지극한 품성에서 나왔고 유순함은 내칙에 부합하 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거꾸로 되었

다. 부모가 계시되 봉양을 마치지 못하 고, 지아비를 섬기되 3년을 채우지 못했으며 살아서 시부모를 뵙지 

못하고 죽어서는 남겨진 어린 자식을 기를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슬퍼할 요소를 다 갖추고 천하의 지극히 

곤궁한 신세가 되었으니 어느 누가 너처럼 어진 사람이 이처럼 박명할 것이라 생각했겠느냐.4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남성 유학자들이 죽은 여성 가족을 위한 애도의 글에는 산 자가 죽은 자의 

혼을 추모, 위로하는 내용과 더불어 서정적이고 감정적인 특징이 강하게 담겨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제문

에서 유학자들은 자신의 주자학적 사상이나 유교 이념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망자와의 

관계 안에서 서술하고 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예컨  누이나 딸과 같은 저자 자신과 매우 친 한 관계의 

경우, 그 제문에는 형식적인 추모와 애도만이 아니라 진솔한 사적 감정의 서사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암의 제문을“망자에 한 애도보다 망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그리움과 헌신과 순종을 보 는지

에 감탄하고 공명하는‘자기중심적 감정의 태도’”43)로 평가하는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농암의 제문 중

에서 특히 두 딸과 누이를 위한 제문의 내용이 자신과 망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슬픈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측면 역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문에서 보여지는 남성 유학자들의 여성 가족에 한‘감성적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이 가족 관계와 구조적

으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를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가족 감정

을 형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란 근본적으로 주체의 실존적 가치감과 정체성을 

수립하고 재확인하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며, 가족 구성원의 정서는 가족 관계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44) 

따라서“죽기 전에 네가 만든 봄옷을 내가 차마 못 입겠다.”거나 “네가 죽기 전까지 내 편지를 기다렸다고 들었

다” 혹은 “너는 내가 너무 슬퍼할까봐 걱정했다고 들었다”는 우암이 떠올리는 사건과 서사는 우암과 며느리와

의 사이에서 형성된 친 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상과 분리되어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발생은 주체가 경험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매우 긴 하게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  어두운 골목에서 큰 개를 만났을 경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어떤 상황이 모든 

42) 農巖集卷29｢祭亡妹文｣
43) 홍인숙, ｢송시열 :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 인식, 집문당, 267쪽 

44) Richard A. Fables, "Introduction" in Emotions and the Family, (ed.) Richard A. Fabes(The Haworth Press, Inc. 

: Binghampton. N.Y.) 200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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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똑같은 심리적 상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그 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 는지에 

따라 현재의 상황은 다르게 평가되고 처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며 다른 감정이 표출될 것이다. 우암의 며느

리에 한 가족 감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암과 며느리와의 가족 관계가 어떠했었는지에 따라 우암의 며느리

에 한 상이한 가족 감정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우암이 며느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내용 역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적 친 감을 관계적 맥락에서 드러내는 제문의 감정 서사들은 조선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으로서의 여성이 단지 이념이나 제도에 얽매인 주체/타자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상호성의 맥락에서 이해되었

던 아주 작은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암이 죽은 아내와 며느리의 묘를 찾아 손자 회석의 병을 고하는 장면을 살펴보는 것은 가족 감정 

서사를 통한 여성 인식의 논의를 논의하는 데 흥미로운 지점을 시사한다. 우암은 아내가 죽은 지 5년 만에 

아내의 묘를 찾아 막내 손자인 회석의 병을 고하며45), 령의 힘으로 손자의 명을 연장해주기를 청한다. 또한 

손자의 손을 잡고 며느리 이씨의 묘를 24년 만에 찾아 며느리의 령에 잔을 올리며 손자의 수명이 연장되기

를 기원한다.46) 물론 우암이 이들의 묘를 찾게 되는 계기는‘손자의 병’이었고, 거기에는 가문의 를 이어야 

할 손자의 명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제적 목적의식이 주요한 것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굳이 죽은 아내와 며느리의 묘를 찾아 가서 손자의 병을 고하고 명을 연장하기를 기원하

는 심정을 토로했는가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 향력과 관련하여 더 생각할 일이다. 거기에는 가문의 

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이념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과 더불어 그 중요한 일을 담당할‘역량’이 비록 죽었지

만 여성 주체에게 있다는 굳은 감정적 신뢰가 존재한다.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17세기 제문에 주목하여 남성 유학자의 죽은 여성 가족에 한 감정 서사를 논의하고, 그것을 통

해 조선 시  여성 인식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물론 논자는 이 같은 논의를 통해서 조선 시  가족이 유교 

이념을 유지, 확산하는 기제 다는 사실, 혹은 조선 유학의 가부장적 권력과 그것의 여성 억압적인 측면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의 정체성을 가정, 가족 관계와 연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 남성이 있어야 할 곳은 공적인 역이라는 유교적 사고에 기반한 고전적 역할 분담의 믿음을 정당화하

고47) 강화하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유학, 가족, 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조선 사회에서 

유교적 가족 서사와 여성은 어찌 되었건 매우 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관계의 내용은 재인

45) 송자 전 ｢告亡室墓文｣
46) 송자 전 ｢告子婦李氏墓文｣
47) 허라금,｢여성주의적으로 철학 다시 하기｣,한국여성철학, 한국여성철학회, 2007, 7권,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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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글을 마련하 다. 조선 유학의 가족 감정 서사에 주목하는 

방법이 이념과 제도를 중심으로 가족을 연구하는 데에서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채 은폐되고 침묵되었던 역

들, 예컨  여성 가족에 한 남성의 감정이나 여성 삶의 작은 경험을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서사는 기존의 문화적 실체를 재구성함과 동시에 재발견되는 의미를 확장하는 개방적 기제로서

의 특징을 지닌다. 즉 서사는 단순히 시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들의 재배치를 

통해 서사담론을 확장하기도 하며, 또한 감각적이고 풍부한 문화적 세계 안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로 변형을 

이루기도 한다.48) 따라서 조선 유학의 가족 감정 서사를 통해 여성 인식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은 지배적인 

합리성의 형식에 감춰져 있던 것을 노출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중심 권력이 행사하는 지배 방식과 다른 방

식으로 제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단면을 발견하게 해준다. 즉 조선 시  가족 감정 서사를 살펴보는 속에서 

가족 내 여성의 위치 조건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선 가족의 가부장제적 권력 

하에서 여성이 단지 수동적인 존재이기만 했는가의 문제를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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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가족이념에 나타난 여성존재의 이중성 – 유교가부장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미영(발표) - 서울시립  철학과

오늘날 유교는 우리들에게 극복의 상이 되면서도 안적 가치로 간주되기도 하는 애증이 교차되는 지점

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유교비판의 중심에 놓여있는 가족이기주의에 한 비판은 서구사상이 동아시아에 유

입되면서 적극적으로 개진되기 시작하 고 그 속에는 가족과 국가사회를 사적 역과 공적 역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각인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의 시각으로 유교가족이념을 검토해보면서 근 시기 

등장한 유교가부장제론에 투 되어 있던 가족관과 유교가치 간에 빚어지는 불일치 지점을 드러냄으로써 현

사회에서 안적 가치로 제기되는 유교적 가치의 면모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교이념이 지배적이

던 조선후기 여중군자들이 등장하는 사회현상을 유교가족이념을 통해 설명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우리들이 유교가족이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는 서구문물에 접하기 이전 전통

사회의 가족관과 20세기 전후 서양문물이 동아시아에 유입되면서 전개된 논쟁의 결과 근 법체계에 정착된 

가족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1910년  베버는 유교를 서구적인 의미의 가부장제론과 결부시

켜 유교가부장제론이 확산시켜 유교사회를 정체된 사회로 인식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러한 유교가부장제

론에 따른다면 유교가족이념을 통해 조선후기 여중군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동아시아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가 곤란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효가치에 기반한 근 가족이념으로 인해 가리워진 유교적 가치를 군자소

인담론에 한 재평가를 통해 재인식해보고, 그 속에서 여중군자가 등장하는 사회현상을 유교가족 이념을 통

해서 설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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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에서 유학 가족이념의 현재적 가치를 되묻다 

박정심(토론) - 부산  철학과

이 글은 유학 가족이념의 ‘불일치’ 지점을 분석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유학이념의 현재적 가치를 모색하고

자 한 것이다. 필자는 우선 20세기 유학이 현실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일본과 베버의 예를 들어 분석하

다. 메이지민법을 통해 법제화된 가족국가주의는 유교이념을 재해석한 결과 으며, 베버의 유교가부장제론 

역시 가족국가주의에 기반한 유교이해라고 분석하 다. 그리고 군자의 역할, 특히 여중군자에 주목하여 20세

기 국가주의에 의해 재해석된 유학적 가치를 ‘분리’해냄으로써 오늘날 유학적 가치가 지닌 생명력을 탐색하고

자 하 다.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이 논평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신하

고자 한다. 

1. 동아시아의 근 는 유학적 도덕문명과 서구 근 적 기술문명[civilization, culture]의 충돌적 만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  유학 이해의 굴절은 유럽중심주의와 국가[nation]체제와 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렇다

면 전근 사회의 정치이념이었던 유학과 다른 20세기 유학은 근 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

이다. 물론 필자가 메이지민법과 베버를 다루긴 했다. 그런데 필자가 ‘근  동아시아의 사상사적 지형과 한국 

근  유학의 격변을 제 로 짚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근  유학이 유럽중심주의에 의해 굴절되었다면, 무엇

보다 먼저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유학을 이해하는 것이 유학의 본지인가 되물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다루

었듯이 베버는 서구근 문명의 원동력은 법에 의한 통치를 통한 합리화과정이라고 규정하고 비서구[중국, 유

학]은 법에 의한 지배양식이 출현할 수 없는 종교형태라고 규정함으로써, 유학을 전근 적이고 비합리적인 

가부장제로 규정하 다. 

근  일본은 萬世一界의 천황을 국가적 정점에 놓은 국가체제 으며, 유학적 이념에 근간을 두었다기보다

는 신도와 일본주의, 그리고 탈아론[서구화]에 기반하 다. 일본의 いえ제도는 일본의 독특한 가족제도를 반

한 것으로, 식민지 던 한국에 강제 이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후쿠자와 유키치와 베버가 부정적으로 규정

한 유학의 가족이념은 유학의 본지에 부합한 것인가? 유럽중심주의와 일본중심주의, 넓게는 제국주의 침략과 

연관하여 유학을 열등한 무엇으로 규정했던 유학이해에 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국가

주의가 유교의 가족이념을 재해석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또다른 층위는 한국의 근  경험은 유럽과 일본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

세기 제국주의시 는 먹거나 먹히거나 둘 중 하나 는데, 한국은 식민지를 경험하 다. 조선왕조의 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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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유학이 비판적 성찰의 상이 된 것은 당연하 다. 한국의 경우 1900년  新舊學論을 통해 낡은 유학

은 私德의 역이라고 국한해 버린 반면, 공적 역의 윤리는 서양근  윤리학을 도입하여 생성하고자 하

다. 이것은 유학의 도덕적 차원의 공사개념과 법치주의에 근간을 둔 근  시민사회적 공사개념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도 있었으며, 유학이 해체되는 과정을 반 한 것이기도 하 다. 더욱이 일제 식민사학은 조선유학을 

망국의 이념이요 조센징[朝鮮人]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사상적 기제로 악용하 다. 근  한국 유학의 사상적 

지형은 중국과 일본과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

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럽중심주의적 자기 이해와 함께 근  유학적 격변에 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말미에 “20세기 유교가부장제론에 의해 은폐되어 그 모습이 왜곡된 유교가족이념에 한 재평가

가 요청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선시 에 등장한 여중군자를 다룰 이론적인 기반을 유교이념에

서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 다. 본 글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필자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2. 개념은 역사를 갖는다. 특히 근  새롭게 생성된 번역어들은 더욱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 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유학적 개념들 역시 그러한 변화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격물치지학[science]나 

격물군자, 文明과 문명[civilization]이 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근  수신교과서의 ‘수신’은 학의 수신과

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 수신교과서의 수신은 유학적 용어를 차용했지만, 국민만들기란 국가체제 차원의 

도덕이었지 존천리알인욕의 도덕적 수양을 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수신교과서는 일본제

국주의체제에 순응하는 국민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또 덕치주의에 기반한 齊家와 治國의 국가와 법

치주의에 기반한 근  nation체제가 이질적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란 개념을, 학의 수신과 근 적 

수신개념을 동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 란 역사적 경험에 의해 번역된 유학을 제 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자와 다산의 충서[强恕] 개념은 동일시할 수 없는데도 필자는 엄 히 구

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 

3. 필자는 20세기 초 가족국가주의가 충효도덕을 내면화함으로서 권력에 한 비판정신을 주변부화했다고 

평가하고, 군자/소인 분류에 성취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인들을 상으로 한 도덕교육론의 중심에 놓게 되면서 

유교가 지닌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하 다.(주17 참조) 그리고 여성의 시각에서 긍정할만한 유학적 

가치를 여중군자를 통해 모색하고자 하 다. 이익에 밝은 소인인 여성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도덕적 성취를 

통해 군자다운 주체로 거듭났던 사례에 주목하 다. 근  이후 본래적 생명력을 상실한 유학과 전근 적 유학 

가치는 필자의 표현 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며, 그 간극은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아보인다.   

덧붙여서 필자가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오고자 한 유학적 가치나 유학 가족이념의 가치는 존천리알인욕이란 

도덕적 수양을 의미하는가? 이는 소수의 여성보다는 다수의 양반 남성의 전유물이지 않았던가? 굳이 ‘여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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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란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 논어의 충서나 맹자의 오륜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학 경전에서 

강조되었던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역시 특별히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필자가 유학의 

가족이념의 불일치를 드러냄으로써 현 사회에서 안적 가치로 제시할 수 있는 유교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자 한다.  

4. 유학은 왜 새롭게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가? 근  유학 이해의 굴절을 넘어 ‘지금 여기’란 현재적 

맥락에서 유학적 가치를 묻고자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시 적 문제가 무

엇인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학을 재해석하려는 것은 현재적 삶의 맥락에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어야 할 것이다. 단지 ‘주어진’ 유산이기 때문이라면 그야말로 훈고학적 접근이거나, 신채호의 지

적처럼 공자를 추숭하기 위한 유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그리

고 유학은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필자의 문제의식 역시 매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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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유학의 가족과 여성인식 -17세기 조선 유학의 감정 서사를 중심으로-을 읽고

 이선경(토론) - 성균관  교수

김 세서리아 선생님(이하 필자)의 이 논문은 전통 유학과 여성의 관계를 조명하는데 있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남성 유학자들의 감정서사에 주목하고, 여성가족에 한 남성 유학자들의 감정서사를 통하여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가족의 위상과 정체성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엄숙한 이미지의 주자학자들에게서 얼른 떠올리기 

쉽지 않은 그들의 감정, 가족애라는 지점을 포착하고, 이를 초점으로 삼아 여성인식의 문제로 확 해 나간 

것이 평자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또한 서간문이나 단순한 애사가 아니라, 글쓴이의 지⋅정⋅의를 

포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제문을 연구 상으로 삼은 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된 점을 몇 가지 여쭙고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1. 필자는 17세기 조선유학자들이 가족인 여성에 해 쓴 제문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시기가 양란 후 조선왕조의 가부장적 예제가 극 화한 시기 다는 것이고, 둘째, 이 시기에 여성에 한 

남성 유학자들의 글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세기에 나타난 두 경향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전자는 여성의 예속이 강화된 것이

고, 후자는 여성에 한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상호 모순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자를 통하여 전자의 틀이 강화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상반된 두 경향이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별개의 원인으로 별개의 지향

성을 지니며 동시에 드러난 것인가? 필자는 이에 하여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필자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

1-2. 평자가 보기에 필자가 이 글에서 위의 두 경향성을 제시한 이유는, 가장 강화된 가부장적 예제의 시기

에 그 표 주자라 할 송시열과 김창협이 쓴 제문에서 가족애 절절한 감정의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타 

유학자들의 경우에도 물론 그러하지 않겠는가? 라는 전제와 복선이 깔려있는 듯하다. 평자가 옳게 이해한 것

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17세기 유학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우암과 농암은 기호학파의 노론출신인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기호남인, 남남인, 호남의 유학자들이 쓴 제문은 다루지 않았는데, 두 사람의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의 제시가 협소하고 치우친 것은 아닌가? 17세기에는 여성에 한 남성 유학자들의 글이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 다고 하 는데, 이 글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다양한 사례가 없는 것인가? 

2. 필자는 각주7)에서 제문을 통하여 가족 감정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이들 연구들이 문학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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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이어서 “가족 감정의 사적인 측면이 어떻게 공적 이념과 연관되는지, 사 부의 글에 나타난 가족 

감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지 등에 한 철학적 성찰이 충실히 

논의되지 못하여 아쉽다”고 토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핵심은 ‘가족 감정의 사적인 측면이 어떻게 공적

이념과 연관되는지’, ‘가족감정을 통해 여성가족의 개인 정체성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에 있을 

것이다. 

평자가 고민스러운 지점은 이 글에 나타난 우암과 농암의 제문에서 보았을 때, 여성 가족의 개인적 정체성

은 결국 제문을 짓는 권력적 담론자로서 남성의 감정서사에 의해 규정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차라리 이들 제문이 글을 지은 사 부와 여성가족 사이의 가족적 친 감을 드러낸다는 선에서 그친다면 납득

이 가능하겠다. 즉, 우암의 제문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사적인 친 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이므로 시아버지가 자신을 잘 받들었던 며느리를 애틋하게 애도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가족 감정을 통해 여성가족의 개인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보거나, ‘공적 이념과의 연관

성’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기혼여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일반적으로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남는 배우자와 자식들에 한 걱정이 일차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에 한 염려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

다. 그러나 우암의 제문을 보면, 마치 며느리는 오매불망 시아버지를 사모하여 ‘시집온 것’같은 느낌을 준다. 

우암은 제문에서 며느리와 자신이 관계된 부분만을 적고 있으며, 여타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암의 

제문을 통해서 조선시  성리학의 종장의 위치에 있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친 한 가족애를 나누었고, 그에 

한 절절한 가족애의 감정을 여과없이 노출시켰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를 여성가족의 정체성 문제로 확

할 경우, 또 다시 여성은 이념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가족 감성 서사를 통해 지배적인 

합리성 속에 감춰져 있던 가족 내 여성의 위치 조건들이 새롭게 노출된다고 하기에는, 이 글에 제시된 단초들

-예컨  우암이 손자의 병이 호전되기를 기원하며 아내와 며느리의 묘소를 찾아 간절함을 토로한 일 같은 

것-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 평자가 필자의 글을 잘못 읽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 

3. 전통시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가족들에 의해 묘사된 여성

가족의 감정서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체로 남성가족,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친정아버지, 남동생이나 오빠, 아들, 손자 등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친정이나 시 의 가족에 해 기록한 감정의 서사-꼭 제문이 아

니더라도-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이 스스로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초하고 있는지 보다 

직접적인 목소리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4. 끝으로 필자가 글의 말미에 서술한 바와 같이 가부장제하의 유학이념은 조선시  여성들의 삶에 억압적

이기만 했는가?라는 문제이다. ‘부모가 되어서는 자애로와야 하고[爲父當慈]’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여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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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爲子當孝]’는 효(孝)와 자(慈)의 상호성을 ‘천륜(天倫)’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학의 이념이다. 이는 우암과 

농암의 제문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버지와 딸 사이를 관통하는 정서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자

식은 천륜의 관계라는 것이 유학의 인식이며, 자식을 잃은 절규는 인간본연의 감정이자 천륜이라는 이념이 

맞닿은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유학에서 인륜은 사람됨의 조건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유학의 인륜개념이 

여성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단지 이념에 억압된 것이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 자발

적, 주체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여성의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가부장제하에서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인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하는 일[奉祭祀, 接賓客]’은 조선조를 이끌어간 효제(孝悌)윤리를 실질적으로 

지탱한 원동력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여성의 힘이었다. 전통시  여성의 삶의 테두리가 가족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부장제 권력 하에서 여성이 단지 수동적 존재이기만 했는가라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이에 한 필자의 고견을 좀 더 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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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획세션Ⅱ

□ 일시 : 2014년 7월 5일(토) 09:30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중회의실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록
08:30~09:30 

(60분)
등록

라운드 

테이블Ⅰ
09:30~11:00 

(90분)

좌  장：송재소 (퇴계학 연구원장)

발표자：김시업 (실학박물관장/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케다 토모히사/池田知久 (도쿄대학 명예교수/산동대학유학고등연구원교수)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토론자：마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영국학술원 회원)

장리원/張立文 (중국 인민대 일급교수 / 공자연구원 원장)

우광/吳光 (중국 절강성 유교연구회장/사회과학원 철학소 교수)

도날드 베이커/Donald Baker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 )

특별강연Ⅳ
11:00~12:00 

(60분)

유가왕도와 민주이념 - 청대말엽 유학자의 유가 보세성에 대한 사고 

발표자：주한민/朱汉民 (중국 악록서원 원장)

유가입헌정치의 현재와 과거

발표자：쉬지린/許紀霖 (중국 화동사범대 인문고등연구원장)

동산과 주자학 

발표자：가와하라 히데키/川原秀木 (도쿄대 교수)

오찬
12:00~13:30 

(90분)

차세대

유학자 

발표

13:30~15:30 

(120분)

좌  장：이원석 (서울대 교수)

발표자：김미소 (고려대)

김은영 (이화여대)

신상후 (이화여대)

이범기 (고려대 철학과)

이해임 (서울대 철학과)

정단비 (서울대 철학과)

휴식
15:30~16:00 

(30분)
Coffee Break

라운드 

테이블Ⅱ
16:00~18:00 

(120분)

좌  장：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

발표자：신정근 (성균관대 유학과 교수)

주한민/朱汉民 (중국 악록서원 원장/ 중국 호남대 교수)

옌빙강/顔炳罡 (중국 성원서원 부원장/중국 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교수)

김혜숙 (이화여대 철학과)

쉬지린/許紀霖 (중국 화동사범대 인문고등연구원장)

돤하이바오/段海寶 (인민출판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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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Ⅰ

유학을 통한 인문정신의 회복

송재소(좌장) - 퇴계학연구원장

21세기 지구상에는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들 중에서 反人倫的 범죄의 數는 점점 

증가하고 그 罪質도 나날이 凶暴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보험금을 노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

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告發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수십 명의 부녀자

들을 性暴行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하고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례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아파트의 層間騷音 때문에 이웃을 살해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日常事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런 사건들을 하다 보면 ‘孟子의 性善說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荒廢해진 현

인의 心性을 바로잡아 인간다운 삶을 위하기 위한 방법을 儒學의 가르침 속에서 찾는 것이 正道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人文精神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人文’ 무엇인가? 인문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출

전은 周易이다. 周易 賁卦의 彖辭에 이렇게 씌어 있다.

天文을 관찰하여 四時의 변화를 살피고, 人文을 관찰하여 천하를 化成한다.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程子는 이 구절의 주석에서 “人文은 人理의 秩序”(人文人理之倫序)라고 했다. 그는 자연계의 현상

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이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자연계가 유지되듯이 인간사회에도 일정한 법칙과 질서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人理의 질서”로 표현되어 있는데, 人理란 인간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人
理의 秩序”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수행하기 위한 질서라 말할 수 있다. 이 질서가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인문이라는 것이다.

孔穎達은 주역에서의 人文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詩書禮樂”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시서예악은 인간으로

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행동의 준칙을 담은 儒學의 經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문의 

개념 자체가 이미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鮮初의 鄭道傳의 글을 살

펴보기로 한다.

日月星辰은 天之文이요 山川草木은 地之文이요, 詩書禮樂은 人之文이다. 그런데 하늘[天]은 氣로써 존재하

고 땅[地]은 形으로써 존재하지만 사람[人]은 道로써 존재한다. 그러므로 “文은 道를 싣는 그릇이다.”라 할 때

의 文은 人文을 말한 것이다. 그 道를 터득하면 시서예악의 가르침이 천하에 밝아지고 三光(해와 달과 별 - 

필자)의 운행이 순조로우며 만물이 옳게 다스려지는데 文의 성 함이 이에 이르러 극치에 달한다.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禮樂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而人則以道 故曰文者載道之器 
言人文也 得其道 詩書禮樂之敎 明於天下 順三光之行 理萬物之宜 文之盛 至此極矣 ( 陶隱文集序｣)도 의 疏를 

따라 시서예악을 인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인문은 道를 싣는 그릇이라고 말했다. 인문 곧 시서예악의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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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 道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道로써 존재한다”고 말했다. 道란 무엇인가? ‘道’는 인간에

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善한 本性을 자각하여 실현하는 길이다. 善한 本性의 내용이 仁義禮智이다. 이 

善한 本性을 자각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儒學의 道이다. 仁義禮智
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하는 正道일 것이다.

여기서 周易과 鄭道傳의 글에 쓰인 ‘文’이란 글자의 뜻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文’이란 원래 ‘무늬’ 또는 

‘文彩’의 뜻으로 쓰인 글자이다. 이 文彩는 어떤 사물 고유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日月星辰은 하늘 

고유의 무늬이고 山川草木은 땅 고유의 무늬이다. 일월성신이야말로 하늘을 하늘이게끔 해주는 무늬이고 산

천초목이야말로 땅을 땅이게끔 해주는 무늬이다. 일월성신의 무늬가 없으면 하늘이라 할 수 없고, 산천초목의 

무늬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땅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人文은 인간 고유의 무늬이다. 인문이 있으므로 해서 

인간은 인간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인 이상 인간 고유의 무늬인 人文이 있어야 한다.

호랑이에게는 호랑이의 무늬가 있고 기린에게는 기린의 무늬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인간의 무늬인 人文이 

있는 법인데 이 인간의 무늬가 요즈음 점점 退色해가고 있다. 인간의 무늬가 退色한다는 말은 인간다움을 상

실한다는 말이고 이는 곧 인간이 짐승의 존재로 격하된다는 말과 같다. 끔찍한 反人倫的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뒤집어쓰고 어찌 저럴 수가 …”라고 분노한다. 그렇다. 그런 자들은 인간의 탈을 

뒤집어쓴 짐승이다. 겉 무늬만 인간일 뿐이지 진정한 인간의 무늬 즉 ‘人文’이 퇴색한 사람들이다.

高度로 발달한 産業社會는 인간으로 하여금 利潤追求를 삶의 유일한 목표로 만들어 物質萬能主義가 澎湃하

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價値觀의 眞空狀態에서 道德 不感症에 걸려있다. 이런 현 인의 병폐를 治癒하

여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하기 위한 길을 人文精神의 회복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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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학⋅신유학 운동을 위하여 

김시업(발표) - 실학박물관장/성균관  명예교수

1. 최근 한국사회에서 학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말에 ‘인문학의 위기’와 ‘융⋅복합적 사유’가 

있다. 화두를 넘어 유행어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둘 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 모순에 관련되는 사실들이다.

먼저 인문학 위기의 문제를 보자,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사람다움‘의 학이다. ’문文⋅사史⋅철哲‘을 중

심으로 사람다움, 곧 인성함양에 기초가 되는 학이다. 그런데 학에서는 구조조정의 첫 번째 상이 되어 

이들 학과가 사라지고 사회에서는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온갖 프로그램의 문화상품이 유행되고 있다.

인문학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됨’ 보다 ‘돈됨’을 중요시한 자본주의 발전에 그 까닭이 있음은 물론

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원인은 근  ‘분과학의 발전’에 있다. 근 의 학문체계인 분과학은 더욱 세분화하여 

작고 깊이 들어가 전문화 할수록 과학적이며 발전이라고 보았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각각의  분과학이 

세분화할수록 구체적 문제에 닿는 전문성의 효과를 얻어 사회문명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문학은 다르다. 

깊이 세분화⋅전문화 될수록 연구자들 끼리만 알 뿐 사람다움의 갈증을 해소해 주거나, 생활의 지혜로 돌아오

지 않는다. 인간과 생활, 즉 현실로부터 더욱 멀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융복합(학)적 사고’란 무엇인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파생되는 문제나 요구되는 해결방식이 복잡

해지기 마련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에서  분과학적 사유와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관계양상적 사고와 학제간 연구, 나아가 통합⋅복합적, 융합⋅융화합적 사유를 모색하게 되었다. 분과학

적 사유의 벽을 허물고 다른 분야의 자극과 결합을 통해 새분야를 개척하고 신소재를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연구시스템 자체가 자본의 논리 밖에 있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융⋅복합적 

사고와 연구의 목적이 신문화, 신상품, 신소재 개발 등 새로운 이익창출의 경제논리에 귀납되기 마련이다. 

사람다움과 신뢰, 생산생활 등 인간학이 바탕이 되는 신분야, 신개념을 창출하여 진정 사람의 품격과 삶의 

품질이 확보되는 문명적 발전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근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우리

는 18세기 전후의 실학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실학시 , 예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을 들어보자. 실학이란 내적으로 주체의 각성을 추구하고 외적

으로 사회적 실천을 기본 성격으로 하는 학문이다. 다산은 경학經學으로 수기修己를, 경세학經世學으로 치인

治人을 실현하 다. 주지하다시피 500여권의 저술은 다양하면서도 방 하고 치 하다.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

자면 시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고, 정치⋅경제⋅법률⋅행정 등 사회과학, 물리학⋅건축⋅
의학 등 자연과학 뿐 아니라, 음악⋅서화예술⋅농학⋅임학 등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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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 실학의 집 성자라 일컫는다.

그러나 다산은 이 여러 학술을 분과학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다산은 근 의 분과학이 이 땅에 도입되기 이

전의 학자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근 적 분과학으로 분화되기 이전, ‘미분화의 총체적 사유’로서 중세후기의 

모순들을 해결하고자 한 문명지향적 학술이다. 이 다양한 학술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생활의 온갖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검토⋅관찰⋅연구⋅정리되고 있다. 예컨  자녀 9남매를 낳아 여섯을 잃어버리고 셋을 

건지는데, 여섯을 앗아간 질병과 싸우고 궁리하면서 이를 정리한 책이 마과회통이 되었다.

실학시 는 조선의 학술사에서 ‘미분화의 총체적 사유’로서의 학술이 최고조에 이르며 동시에 자생적 분과

학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다산이 그 정점에 위치한다 하겠다. 17⋅18세기 실학이 관념적 사유를 떨

치고 생산 생활의 온갖 정보를 지식 내용으로 하는 학술, 유서(類書, 백과사전류)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 드

디어 분과학적 전문학술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생적 문명 지향의 학술은 제도로 정

착되지 못한 체 우리 사회는 서세동점과 식민지 침탈 속에 서구의 근  분과학에 편입되고 말었다. 그리하여 

오늘은 근  분과학 각각의 체계와 사유와 개념으로 다산을 해석하려 한다.

실학의 성격을 조금 더 살펴보자. 조선의 성리학이 수기, 즉 내성(內聖)에 치우치는 편이었다면 이조 후기의 

실학은 사회적 실천, 즉 외왕(外王)에 더 힘쓰는 편이었다. 요컨  현실 비판의 개혁사상이었다. 개혁의 실체

적 성격은 어떠한가. “제도와 가치가 생활인들의 소망(현실)에 가까우면 행복한 시 요, 멀면 불행한 시 이

다.” 동서고금이 같다. 그런데 불우하게도 이조 후기는 오래되거나 제 로 작동되지 않는 제도에다 관의 폭압 

수탈이 가중되고 여기에 성리학의 예론 중심 가치가 강요되어 굶주린 백성의 현실 소망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

진 불행한 시 다. 실학은 이 제도와 가치를 현실에 가깝게 바꾸어야겠다는 개혁론이었다. 그래서 실학을 

개신 유학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3. 오늘, 근 의 자본주의와 분과학이 빚어내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가치의 정립을 위한 

유학의 방향을 찾는데 있어서 우리는 근  직전의 실학을 눈여겨보고 재음미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인문

학, 인간학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에 인간의 얼굴과 마음을 담는 인문학운동을 신실학운동으

로 제기할 것을 주창한다. 신실학운동이 유교적 인문가치의 현 화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할 방법과 문제

가 많을 것이다. 유교문화일진데 당연히 ‘동아시아적 시각’을 방법으로 하고 ‘열린 자아’를 주체로 하여 세계성 

보편성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안동安東’에서 모색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안동은 퇴계학退溪學의 본산으로서 유학

전통을 키워왔음은 물론이려니와 근 전환기를 맞아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해내외의 독립운동, 사회주의 

민족운동에 이르기까지 유가 지식인의 근  응이 매우 치열했던 고장이다. 유교 전통문화에서 자아를 확충

하여 현실 응의 역사적 동력으로 삼은 빛나는 역사를 지닌 곳이다. 이러한 경험 또한 유학의 현 화에 보탬

이 되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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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일본 유학의 몇 가지 문제점

이케다 토모히사/池田知久(발표) - 도쿄 학 명예교수 / 산동 학유학고등연구원 교수

1

‘21세기 인문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막연하게 동아시아 지역의 인문 가치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시 가 시작된 이래 14년이라는 시간이 흘 다. 비단 동아시아 지역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금의 이 세계에는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

해 있으며, 새롭게 생겨난 결코 적지 않은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존재한다. 가령 각국에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가주의(내셔널리즘) 문제, 국제 테러리즘 문제, 민족이나 인종 간 립, 국제적인 빈부 격차, 환경 파괴 

및 지구 온난화 문제,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 기존의 사회 윤리가 변질되고 있는 문제, 가족적인 연 감 약화 

등 너무나도 많다.  ’21세기 인문 가치‘라는 것은 이와 같은 여러 문제에 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종합

적이고 전체적인 해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 혹은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

도, 해결을 위한 힌트나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인문 가치‘ 라는 인류적 유산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유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유학이라는 틀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교⋅이슬람교⋅불교가 오늘날까지 탄생시킨 인류적 지혜로부터도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종교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인류가 남긴 도덕 사상⋅정치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인문 사상으로부터 

최 한의 지적 문화적 유산을 계승해야 마땅하다. 그런 다음에 현 의 여러 상황으로부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문 가치’ 구축을 위해 조금씩이나마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한 노력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21세기 인문 가치 논단‘은 퇴계 이황의 고향인 한국 안동시에서 개최된다는 이유도 있어서 나는 일본 

유학을 주제로 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사회가 근 (1868~1945, 메이지 시 에서 1945년 패전까

지)로 접어들기 직전의 시 를 일본에서는 보통 근세라고 하며, 주로 도쿠가와 시 (1603~1867)인 약 250년

간을 가리킨다. 근세 일본 사회를 지배하던 사상은 일반적으로는 유학 특히 주자학이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거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유학(주자학) 정치 사상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

을 논하고자 한다. 이처럼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21세기 인문 가치’ 선양을 위해 그다지 필요치 

않다는 이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다. 동아시아 유학에 관해서 과거를 돌이켜 보려 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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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동아시아 유학을 논하는 경우, 중국의 유학이야말로 본고장의 정통 유학이며, 일본⋅한국⋅베

트남 등의 유학은 비정통적인 특수한 유학이라고 하는 오해를 특히 중국의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21세기 인문 가치‘라는 주제를 크고 넓은 관점에서 논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협소한 

시각의 중화주의⋅ 국주의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 및 각 지역에 확산된 그리스도교⋅
불교⋅마르크스주의에 해서도 비슷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해 왔는데, 세계 각국 및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유

학도 제각기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치상 주의적인 관점에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

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21세기 인문 가치’에 해 논의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한자와 유학이 일본으로 전파된 시기는 체로 4세기 말이라고 생각된다. 주자학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가

마쿠라 시 (1185~1333)로, 송나라로 건너간 승려 엔니(円爾)가 1241년에 귀국할 때 주희의 책을 가지고 온 

것이 그 빠른 예이다. 하지만 당시의 불교 승려들은 불교(선종)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도가 사상이나 유학(주

자학 또는 정주학)도 함께 흡수하는 삼교일치(三教一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에 주자학이 본

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유학 특히 주자학을 수용한 것은 도쿠가와 시 로, 그 본격적인 도입은도쿠가와 시  

초기에 이루어졌다.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3~1619),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에 의해 도입

되었는데, 일본 주자학의 진정한 창시자는 하야시 라잔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것은 불교나 도가 사상의 

향을 상당 부분 배제한 비교적 순수한 성격의 유학이었다. 

그런데 하야시 라잔이라는 인물에 한 평가와, 그의 유학(주자학)에 한 평가에 관해서 일본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가 일본 유학사를 연구하는 경우, 개 하야시 라잔이 

도쿠가와 막부의 사상적⋅정치적인 고문(顧問)이기라도 한 것처럼 매우 높이 평가하고, 그의 유학(주자학)은 

도쿠가와 시  초기에 국교(国教)⋅관학(官学)의 자리에 올랐다고 간주하는 경향으로 기운다. 이는 오래된 방

식의 연구로, 그 향을 받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의 “일본 정치 사상사 연구”(1952), 와쓰지 테쓰로(和
辻哲郎)의 ”일본 윤리 사상사“(1952) 등이 그 표적인 저서이다. 이 책들은 일본 유교사에 관한 문헌 속에 

나타나는 중국 철학(주자학) 용어나 개념을, 중국 철학(주자학)의 컨텍스트(맥락) 속에서 그 로 이해하는 약

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일본 사상⋅일본사⋅일본 문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일본 유학사를 연구하는 경우, 하야

시 라잔을 단순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오토기슈(御伽衆, 무로마치 시  이후 다이묘의 말상 가 되었던 사

람)에 지나지 않는다며 낮게 평가하고, 그의 유학(주자학)은 도쿠가와 막부의 문교(文教)정책이나 국가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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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와는 무관한, 흔히 존재하던 여러 학문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고 간주한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로, 

비토 마사히데(尾藤正英)가 저술한 “일본 봉건 사상사 연구”(1961),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가 쓴 ”근세 일본 

사회와 송학“(1985), 헤르만 옴스(Herman Ooms)의 “도쿠가와 이데올로기”(1990) 등이 그 표적인 저서이

다. 근래 들어 이러한 타입의 연구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철학(주자학)을 참고로 하면서도, 무엇보다 

일본 사상사의 맥락 안에서 일본 유학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주 1). 

나 자신은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견해 모두 약간 극단적이고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자의 중간쯤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입장에 서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하야시 라잔은 1607년부터 유학자로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재위 1603~1605)에게 등용되었고, 그 후 

2  쇼군 히데타다(재위 1605~1623)에 사서 등을 강의하는 등 경력을 쌓아 점차 그 발언력이 강해졌으며 지

위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도쿠가와 쇼군을 비롯한 막부 지배자들의 유학(주자학)에 한 이해도 

깊어져, 유학이 서서히 무사 계급 이하에도 침투하게 된 것이다. 1630년 3  쇼군 이에미쓰(재위 1623~1651)

가 우에노시노부가오카(上野忍ヶ岡)에 하야시 가문의 가숙(家塾)을 열었으며, 이에 전후하여 고산케(御三家、
도쿠가와 쇼군 일가인 미토번(水戸藩)⋅오와리번(尾張藩)⋅기이번(紀伊藩)의 경칭)도 유관(儒官)을 채용하기

에 이르 다. 하야시 라잔의 제자인 하야시 가호(林鵞峰、1618~1680)는 가숙을 코분인(弘文院)이라고 명명하

고, 코분인가쿠시(学士)라는 칭호를 허락받게 된다. 3 인 하야시 호코(林鳳岡、1644~1732) 때 5  쇼군 쓰

나요시(1680~1709)는 1691년, 유시마(湯島)에 문묘(공자를 모신 사당)를 만들어 호코를 다이가쿠노카미(大学
頭、다이가쿠료(大学寮)의 장관)로 임명했다. 그 이후, 하야시 가문은 로 다이가쿠노카미직을 세습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하야시 가문의 유학(주자학)은 도쿠가와 막부 중심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 후, 막부(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등)는 쇠퇴한 주자학을 지원하기 위해 간세이이가쿠노킨(寛
政異学の禁、1790년 에도 막부가 쇼헤이자카가쿠몬죠(昌平坂学問所、에도 막부의 교육 시설로 유학을 주로 

다루는 학교)에 해 주자학 이외의 유학을 금지한 조치)을 반포해, 유시마 사당에서 고학파(古学派)⋅절충파

(折衷派) 등의 강의를 금하게 되는데, 이는 주자학의 관학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3

그러나 중국의 사회⋅문화 속에서 뿌리내린 유교를, 사회⋅문화가 다른 일본에 이입(移入)하려 할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도쿠가와 시 는 100년 이상 계속된 전국 시 (1467~1573)를 무력으로 평정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2~1616)가 세운 무사 정권이다. 이에야스를 비롯한 무사들은 중국이나 조선의 통치자들이 사 부⋅양반 

등의 문인 관리 던 것과는 달랐다. 이 때문에 유학 정치 사상 중에서도 중요한 ’유덕자수명설(有德者受命說‚ 
덕을 가진 자가 천명을 통해 천자가 된다)‘이나, 이에 수반하는 ‘방벌혁명설(放伐革命說‚ 덕을 잃은 군주를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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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낼 수 있다)’ 모두 근세 일본의 경우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전국 시 를 무력으로 평정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은 당시 만연하던 하극상(下克上)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사농공상으로 분류되는 계급 제도의 확립과 부케

쇼핫토(武家諸法度、1615년 에도 막부가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를 비롯한 무사 계급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 안정책을 실행에 옮기는데, 유학(주자학)을 통한 윤리⋅사상의 교육⋅교화도 점차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  도쿠가와 쇼군⋅막부는 무사들의 관리화(官吏化)를 추진했는데, 이 관리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학(특히 주자학)이 일본 사회 속으로 더 깊이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도쿠가와 시 의 지배 계급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사 즉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보통 부케야시키(武家屋
敷、무가가 소유한 저택)에 살며, 도쿠가와 시  내내 무술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이나 조선처럼 

과거를 통해 문인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쿠가와 시  약 250년간 무사들이 지닌 

무사로서의 본질은 지속되었으며,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도쿠가와 시  초기부터 

무사가 무력만을 가지고 지배자의 지위에 머무르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지배자로서의 문덕(文徳、윤리)도 

함께 지녀야 했다. 유학(주자학)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학 중에서도 윤리 사상(인의, 

충효 등)이나 그 배경이 되는 철학(이기론⋅성리학)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정치 사상이나 사회 사상은 처음에

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사들의 관리화가 진행되면서, 유학의 정치 사상이 무사 계급 등에 침투한 도쿠가와 시  중기에 

가까워지자, 중요한 정치 사상적인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바로 천황가와 도쿠가와 막부와의 관계, 

천황제와 막번(幕藩) 체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 다. 

무릇 유학의 정치 사상을 논할 때, 덕을 가진 자가 천명을 받아 천자의 지위에 오른다고 하는 사상(｢有徳者
受命説｣)이 중요하다. 도쿠가와 시 에도 당초부터 유학(주자학)의 주장에 기반해 이에야스 등의 쇼군들은 덕

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하야시 라잔의 경우), 이는 아직 충분한 설득력을 지

니지 못했다. 오히려 지배에 한 정당성의 근거는, 일반적으로는, ’무위(御武威、무력의 위세)‘, ‘위광(御威
光、범접할 수 없는 권위나 위엄)’ 즉 무력 그 자체 던 것이다. 즉 도쿠가와 쇼군은 단순히 ’패자(覇者)‘에 

지나지 않았으며, 덕을 지닌 ‘왕자(王者)’는 아니었던 셈이다. 역  쇼군들은 천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었으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 등도 실시한 적이 없었다. 

이에 반해, 천자는 바로 교토에 있는 천황이었다. 천황을 천자라 칭하는 것은 일본 고 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이었고, 게다가 교토에 있는 천황의 거주지는 조정(朝廷)이라고 불 다. 천황은 도쿠가와 시  내내 아무 

정치적 능력도 지니지 못했지만, 만세 일계(万世一系)라는 점에서 일종의 종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종교적 능력으로 인해, 신도(神道)와 융합한 이 시  유학(주자학)의 입장에서는 천황이 ’덕을 가진 자(有徳
者)‘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천황이 바로 ‘왕자’ 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보면, 애당초 유학의 정치 사상, 그 중에서도 ’유덕자수명설(有德者受命說)’ 이나 ‘왕
패의 변(王覇の辨)’을 통해서는, 도쿠가와 시 에 이루어진 쇼군에 의한 지배 및 막번 체제라는 현실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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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사회를 정당화하기란 어렵다. 이 때문에 유학의 정치 사상은 도쿠가와 시 의 지배 체제와 적합하지 않

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4
 

도쿠가와 시  초기에는 ’만세 일계(万世一系)‘인 천황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정치력은 극히 미미

했고, 도쿠가와 막부의 강력한 군사력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유학의 정치 사상이 아직 일본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

다. 이에야스를 시작으로 한 역  쇼군들은 천황에 의해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으로 임명된 인물들이었

지만, 이는 명목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양자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살펴보면, 예를 들어 6  쇼군인 이에노부(재위 1709~1712)의 

정치 고문(顧問)이 된 주자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1657~1725)는 천황을 ’일본 천황(日本天皇)‘이라 

칭하고, 쇼군을 ‘일본 국왕(日本国王)’이라 칭하는 등 양자를 양립시키면서, ’천명‘은 직접적으로 ’일본 국왕‘에
게 내려온 것이며, ‘일본 천황’도 ’일본 국왕‘에 의해 추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오리타쿠시바노키(折りたく柴
の記, 신고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에 실린 고토바텐노(後鳥羽天皇)의 와카에서 따온 표현). 이것은 천황과 쇼

군의 관계에 한, 당시의 실태에 입각한 해석이기는 했지만, (쇼군의 정치 고문이라는) 하쿠세키의 입장에 

기인한 소수파의 해석이었다. 또한 고학파(古学派) 유학자인 오규 소라이(1666~1728)는 8  쇼군 요시무네

(재위 1716~1745)를 천자에 비의(比擬)해 자신의 정치 사상을 설명한 바 있다(”다이헤이사쿠(太平策)“). 그러

나 소라이가 생각하는 정치의 길은, 유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와 일체화된 길이 아니라, 윤리에서 분

리된 ’성인의 길(聖人の道)’이며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정치 질서 다. 이 또한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상적인 해석 중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가령 주자학자인 아사미 케이사이(浅見絅斎)의 견해처럼, 도쿠

가와 쇼군에 의한 지배의 정당성을, 쇼군은 천자의 리인으로서 통치를 하는 것이고, 다이묘는 그 지휘 하에 

있는 ’천자‘의 ‘신하(臣)’이며, 그 부하들은 ‘천자’의 ’배신(陪臣、신하의 신하)‘이라는 것이다(와타나베 히로시

(“일본정치사상사 [17~19세기]”(2010)). 또한 유학자가 아니라 국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1801)도 아

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혈통을 이어받은 현재의 천황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하 역  쇼군에게 

천하의 통치를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파의 해석도 지극히 양의적(ambivalent)인 것이어서, 천황제 강화의 논리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반 로 막번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해석이었다. 다만 천황과 

쇼군과의 관계는 ‘왕자(王者)’와 ’패자(覇者)‘의 관계로 간주되고 있었으므로, 유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 아

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했다. 또한 유학이 아닌 국학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가령 가모노 마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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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1769)나 모토오리 노리나가 등의 국학자들은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유학의 ‘성인의 길’에 염증을 느꼈

다. 그들은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의 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정치 질서라고 하는 오규 소라이의 사상을 

역이용해 반전 공세에 나섰고, 이들을 부정하면서 반 로 솔직한 자연성을 존중했다. 그리고 ‘만세 일계’라는 

혈연으로 이어진 천황가⋅천황제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시킨 것이다. 소라이 학파의 정치 사상에 의해 촉발된, 

이들 국학자들의 주장은 그 여파가 실로 커서, 얼마 가지 않아 유학의 미토학파(水戸学派)도 그 향을 깊게 

받게 되지만, 결국 다이세이호칸(大政奉還 :1867년, 도쿠가와 막부가 천황에게 통치권을 돌려준 사건)에 이르

기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즉 사회적 조건에 변화가 생긴 도쿠가와 시  중기 이후에는 ’왕자(천황)‘의 지위를 높이고, ‘패자(쇼군)’의 

지위를 낮추려고 하는 근왕파⋅존왕파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의 힘이 약해진 도쿠가

와 시  후반에는, 일본의 정치 체제에 해, 기존에 하던 로 쇼군을 1인자로 하는 막번 체제를 계속해 나갈

지, 아니면 천황을 최고의 지위에 두는 새로운 정치 체제로 이행해야 할 지 여부가 큰 문제로 사상 투쟁 및 

정치 투쟁의 쟁점이 되었다. 유학은 이 양자의 선택을 둘러싸고 크게 둘로 나뉘었는데, 마침내 후기 미토학(19

세기 초엽부터)에서 주장하는 존왕좌막론(尊王佐幕論, 존왕이 막부를 돕는다는 논리)및 공무합체론(公武合體
論, 천황가와 막부의 융합론)을 거쳐, 존왕양이론(尊王攘夷論, 국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주장)과 

토막친정론(討幕親政論‚ 막부를 토벌하고 임금이 친히 정치함)이 힘을 얻었고, 구미 열강의 개국(開国)에 한 

압박(1673년 국, 1791년⋅1804년 러시아, 1853년⋅1857년의 미국에 의한 외압 등등)도 가세하여, 천황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존왕 사상이 급속히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막부 말기에 가까워지자, 일본의 주인은 쇼군

이 아니라 천황(미토(水戸)번주(藩主)인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斉昭、1800~1860), 주자학 신봉자)이라는 주

장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하야시 쥿사이(쇼헤이코(昌平黌, 에도 막부의 교육 시설로 유학을 주로 다룸, 쇼헤이

자카가쿠몬죠(昌平坂学問所)라고도 함)에 소속된 유학자, 1768~1841)는 스스로를 막부의 신하가 아닌 천황의 

신하로 칭했으며, 다이묘 중에서도 그와 같이 지칭하는 자들이 생길 정도 다. 메이지 유신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생각해 보면, 유학의 중요한 정치 사상은 예를 들면 ’유덕자수명설‘ 과 ‘왕패의 

변’ 등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쿠가와 막번 체제에 적합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상들은 오히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천황원수제에 적합하기 때문에 수용되기에 이르

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5
 

그 후 제 2차 세계 전 패전(1945)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강력한 군국주의⋅제국주의 노선을 추진했고, 유교

는 사상 면에서 이에 협력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유학에는 이처럼 군국주의화⋅제국주의화된 부분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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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해 온 과거의 사실에 해 있지도 않은 가정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 이유는 주로 당시의 군국주의자⋅제국주의자들이 유학을 악용했기 때문인

데, 그 근본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로 에도 시  중기의 천황제와 막부 체제 간의 사상적 모순에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학의 중요한 정치 사상을 일본의 여러 조건에 맞추어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점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이지 유신에서 제 2차 세계 전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근 사(近代史) 속에서, 유학의 

정치 사상은 천황원수제의 형성과 강화에 과연 적합했으며, 그 수용이 잘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답은 아니다 이다. 그것은 제 2차 세계 전 패전으로 인해,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패전 결과 일본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천황제는 존속하게 되었지만, 천황은 일본의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데 협력하고, 전쟁을 지지한 유학은 양심적인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통 일본인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골동품과 같은 사상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6
 

그러나 나는, 21세기에 (일본이) 보다 선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 유학을 활용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유학(주자학)의 정치 사상이 아니라, 일본

의 도쿠가와 시 에 전해진 형이상학⋅존재론⋅윤리 사상 등의 훌륭한 전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예를 들자면, 원시 유학(공자⋅맹자⋅순자)에서 설파하는 인성동일설 안에는 인간의 윤리적 평등의 가능

성에 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 에서 당 까지 유행한 인성삼품설을 극복하는 형태로 등장한 송학

(정자⋅주자)의 인성동일설 안에는, 이보다 더 자각적인 인간의 윤리적 평등의 가능성(본연의 성)에 한 사상

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일본 도쿠가와 시  유교 수용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향력

을 발휘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하다. 

전한 시  중기의 동중서(董仲舒、기원전 176년경~기원전 104년경)에서 당 의 한유(韓愈、768~824), 그

리고 오경정의(五経正義)에서 설파하는 인성삼품설은, 인간의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상⋅중⋅하 

삼품으로 나뉘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인간이 아무리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

고 지극히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줬다. 이와 달리 원시 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일하며, 

그 후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인 인간 본성관인 셈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북송의 정이천(程伊川、1033~1107) 및 남송의 주자(1130~1200)는 인성삼품설을 부정하

고 옛 원시 유학으로 복귀해,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주 2). 이러

한 인간은 봉건 질서를 용인하거나, 봉건 질서에 안주하거나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 의 천부인권설과 같은 근 적 평등관을 수용하는 발판(나카에 도주(中江藤樹)⋅니시카와 조켄(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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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如見)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가라 도루(相良亨) ’근  사상 수용의 학문적 전제‘ 1959). 이와 같은 

유학의 훌륭한 전통을, 오늘날의 우리들은 더욱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

(1) 일본 근세 유학에 관해 와타나베 히로시가 행한 일련의 연구는 뛰어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 번째 방식에 속하는 연구이며, 도쿠가와 막번 체제 안에서의 하야시 라잔이나 일본 주자학에 

한 평가는 상당히 낮다. 하지만 그의 연구도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1997), “일본 정치 사상사 

[17~19세기]”(2010) 등의 저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수록 점점 하야시 라잔이나 일본 주자학에 한 

평가에 다소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두 가지 견해의 중간쯤에 있는 온당한 지점으로 귀착되려 하고 

있다. 

(2)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이케다 도모히사(池田知久)⋅고지마 쓰요시(小島毅) (공저) ”중국사상사

“(2007) 중 이케다 도모히사 ‘성(性)의 사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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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사회에서의 사회적 결합에 대하여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발표) - 성균관 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 오늘날 일본에서는 인간의 개별화, 원자화가 전에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족(번역자 주:원문에 弧族으로 

되어 있지만 孤族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의 나라" 혹은 “무연 사회"라는 말이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간의 개별화, 원자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공동체“로 귀속을 강요하면서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한 사회적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내셔널리즘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나, 재일 한

국인, 조선인에 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 등이 그 전형이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움직임은 

일본 사회에서의 사회적 결합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징후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일본에만 국한된 특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  사회가 떠안고 있는 문제로서, 특히 지구 규모의 평준화(국제 표준)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많은 지역 및 국가에서 사회적 결합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편적인 문제가 일본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를 유교사회에서의 사회적 결합이라는 주제로 설정한 것도 현  사회가 떠안고 있는 사회적 결합

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길을 생각해보는 하나의 참조 틀로서 유교의 인간관, 사회관을 재차 검토하는 것이 의

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유교 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그물망 속에서 

개인을 인식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인간을 사회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유교의 인간

관, 사회관의 기초라는 것이다. 유교 사회에서의 사회적 결합은 중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페이샤오퉁의 지적

을 참고로 할 수 있다. 

페이샤오퉁은 서양 사회가 단체 구조(團體格局)인데 반해 중국 사회는 서열 구조(差序 格局)라고 말한다. 

여기서 단체 구조라는 것은 명확하게 범위가 구분된 각 층의 단체로 구성된 사회로, 가족에서부터 국가에 이

르기까지 같은 구조를 가진 단체의 집합체로서 사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가족부터 그 

범위와 구성원이 자유자재로 신축하며, 자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연결로서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단체 속에서 개의 구성 분자는 평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의 파문처럼 한번 확산되면 점점 멀리

까지 퍼져나가면서 엷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사회 구조의 기본적 특성과 만나게 된다. 인륜은 

우리 유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지만 ‘륜’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넓혀나가면서 자신이 

맺은 사회관계가 한 무리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 순환하는 파문의 서열인 것이다. (페이샤오퉁 “향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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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교에서는 자신과 상 방과의 관계에 따라 지켜야 할 규범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부자

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사회적 결합은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형 구조를 

갖는 것이다. 

페이샤오퉁의 이러한 지적은 서양의 개인주의에 한 동양의 집단주의라는 통상적인 도식과는 정반 이다. 

즉, 서양 사회가 단체(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에 반해 중국 사회는 공동체가 결여된 사회이며, 거기서는 

개별적 양자 관계의 그물망으로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는 양자관계 본연의 모습을 규율하는 

가르침이며, 중국의 사회 구조에 적합한 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를 네트워크형 구조를 가진 사회로 인식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결합이 유동적이며, 안정

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포’라는 것이다. ‘포’란 양자 간의 계약이 체결될 때, 제3자가 그 계약을 보증하도록 하는 관행인데, 

지역 사회에서 “포”라는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계약 이행이 사회적으로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사회의 안정

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슈토 메이와 “중국의 인치사회”)
 

3. 유교사회 던 중국의 사회적 결합의 특징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똑같이 유교사회인 한국의 경우는 어

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계’에 한 것이다. ’계‘라는 조직과 유사한 것으로서, 중국

의 ‘회’, 일본의 ’구(계)‘를 들 수 있는데, 한국의 ‘계’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 존재가 극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근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중요한 사회적 의

미를 갖고 있다. 

‘계’에 관해서는 그것을 ‘공동체’로 볼 것인지, ’결사‘로 볼 것인지 견해가 나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러한 

양자택일적인 이해를 넘어서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와 같은 결합이 앞으로 사회적 결합

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공동체”과 개인을 립적으로 인식하고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것에 근 의 지표를 찾아 온 서구

에서 유래된 도그마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사회적 결합 문제를 생각할 때 유교 사회에서의 사회적 결합이나, 

한국 사회에서의 ’계‘에 해 재차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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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왕도와 민주이념 - 청대말엽 유학자의 유가 보세성(普世性)에 대한 사고

주한민 (朱汉民 - 중국 악록서원 원장)

내용 개요:

청  말엽이래 유가 학자는 어려운 문화건설 사명에 직면했다. 즉 전통문화 재건과 근 화 전환의 이중 구

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청  말엽 유가 사 부가 근 화 추진의 주체 역량과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유가 왕도와 민주 이념의 관계를 깊게 사고하고, 유학의 보적성(普适性)가치를 발양했기 때문이다.

핵심어: 유가 사 부 왕도 민주 근 화 전환 유학 보적성(普适性)

 

청  말엽에 이르러 오래된 중화문명은 3 천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비상 국면을 맞이한다. 유가 사 부는 

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았다:

만약 수 천년 동안 이어져온 중국의 유가 문화를 고수하고 근 화 전환을 거부한다면 끊임없이 서방 열강의 

침략을 당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멸절될 것이다; 만일 전면적인 서방 문화 도입을 통해 근 화를 실현한다

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민족을 보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수 천년 동안 이어져온 유가문화가 심각

한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청  말엽 이래의 중국문화 근 화 과정 중 많은 유가 사 부가 이런 어려운 문화 건설 임무를 의식하 다. 

그들은 유가 문화의 재건과 근 성 전환의 이중 문화 건립 구성 탐색에 노력하 다. 유가 사 부가 근 화 

추진의 주체 역량과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유가 왕도와 민주 이념의 관계를 깊이 사색하고 유학의 

보편성 가치를 긍정했기 때문이다.

1.

먼저 중국 문화 근 화의 첫 번째 단계를 토론한다: 중체서용(中体西用)

아편전쟁이래 중국의 서방 열강에 한 패배는 유가 사 부의 반성을 불러 일으켰다.

유가 사 부들은 서방의 무기와 군함이 중국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방의 군수공업과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배우자는 근 화 운동을 주장하 는데 이것이 바로 양무운동(洋务运动)이다.

“사이장기”(师夷长技)를 호소한 위원(魏源)부터 중국 근  군수공업을 창조하고 유학생을 파견한 증국번(曾
国藩), 좌종당(左宗棠), 이홍장(李鸿章)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가문화 주체성을 견지하는 조건하에 서방의 군수



288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특별강연Ⅳ

공업, 과학기술 문화를 도입하자고 주장하 다. 그들의 이런 문화 주장은 간략하게 요약되어 “중체서용”(中体
西用)이라 표방한다.

“중체서용”(中体西用)은 중국문화 근 화 중에 첫 번째로 제기된 처방침과 책략이다. 이 논조의 근본은 

중국문화 근 화는 반드시 유가문화 전통의 기본가치와 사회제도를 견지하고, 반드시 유가문화 전통의 주체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군함과 무기 및 물질생산 등의 문화는 기능 방면의 종속적인 위치

에 속하는 것으로 서방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하 다.

좌종당(左宗棠)은 서양문화를 접촉한 후에 중서문화가 제각기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 다. 

그는 “중국은 의리(义理)를 주요한 것으로 여기고 예사(艺事)를 그 다음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 외국은 

예사(艺事)를 중요하게 여기고 의리(义理)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므로 서로 각기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른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좌종당은  중국  전통의  “본”(本)과  “말”(末),  “체”(体)와  “용”(用)은  접한  관계이며,

서양의 기용(器用)문화의 “말”(末)과 “용”(用)이 서로 각기 장점이 있으니 중국인은 그것을 끌어들여 중국문

화의 체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예사(艺事)는  형이하의  명칭이다.  도(道)에  뜻을  두고  덕(德)에  따르고  인(仁)에 의지하고 

유희를 즐긴다면 형이상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종당이 민절(闽浙) 총독을 지낼 때 기선 만드는데 힘쓰고 

이당서국(谊堂书局)을 두었다. 구시당예국(求是堂艺局)을 설립하고 관리에서 기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중() 

예국()의 생도를 선발하여 충당하 으며 서양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 다. ……이런 현상이 시작되었다. 

서양 사람들의 장점은 모두 우리 중국인의 장점이다. 군함이 튼튼하고 포가 예리하니 해적을 제압할 수 있

다. 우리 중국 모든 지방의 지혜와 물자를 나누면 적을 이기고도 남는다.

……옛 사람들은 도(道)와 예(艺)는 한 곳에서 나왔다고 여기고 그 것을 둘로 나누지 않았다. 주공()은 다재

다능하다고 자부했고, 공자(孔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艺)가 자명하 다.”라고 말했다.

좌종당은 서학(西学)을 중학(中学)의 체계 안에 완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기(道器), 본말(本末), 체용(体用)을 구분하지 않는 전통 철학으로 중국문화의 주체성 고수를 분명히 

밝히고 서방 기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다.

 

증국번(曾国藩) 역시 좌종당과 같은 견해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중국 근 화 군수 공업의 건설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창하고 유학생을 서양의 발달 국가에 보내어 과학기술과 지식을 배우도록 하 다. 그는 

“총명한 어린이를 선발하여 10 여 년 동안 서양 각국의 학교에서 군사, 선박, 정치, 계산, 각종 서적의 제조 

등을 배우고 돌아와서 서양의 기술을 중국에 널리 퍼지게 하고 중국이 점차 강해지기를” 희망하 다. 하지만 

증국번은 학생들이 여전히 중체서용(中体西用)의 입장을 고수하기를 바랬다. 그는

 

<장정>(章程)  중에  유학생은  해외에서  “배우고  여전히  중학(中学)을  겸해서  논하기”를 규정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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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경전을 배우도록 하 다. 양무파는 유가문화의 주체성을 견지하 는데 주로 유가의 삼강오상(三纲五常)

과 봉건예교(封建礼教)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유가의 이러한 핵심 가치의 문화는 반드시 근 화

의 변혁을 겪어야 함을 의식하지 못했다.

 

사실 중국 근 화를 물질문화, 제도문화, 정신문화 등의 3 단계로 나누는 것은 서술하기에 편리하도록 통용

하는 방법이다. 모든 단계에는 또 다른 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아편전쟁에서 갑오전쟁까지의 단계는 서

방 근  군수공업의 물질문화를 배우고 도입하는 근 화 단계로 이해된다. 그러나 마침 이 시기에 많은 호상

(湖湘) 사 부 역시 근 화에 관련된 제도문화와 정신문화 문제를 사고하고 접촉하기 시작한다. 또한 그들이 

사고했던 전통문화 근 화 문제는 문화의 주체성 건립 구조와 관련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유가문화의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근 성 전환을 추구했을까? 이것은 유가의 가치 체계 구성

에서부터 얘기해야 한다. 유가문화는 줄곧 중국문화 중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도”(道)를 가치체계의 

핵심과 기본으로 삼았다. 맹자는 “세상에 진정한 도(道)가 있으면 일생을 통해 그 도를 따르고; 세상에 진정한 

도가 없으면 일생을 통해 그 도를 탐구한다.”라고 말했다.

 

무엇이 “도”의 가치 체계인가? 그것은 결코 단일한 층면의 물건이 아니다. 전해져 오는 유가 경전에서부터 

유가 사 부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가치 세계가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유가의 “도”는 이상의 가치 세계를 표한다. 유가학파는 이상을 추구하는 선비 계층이다. 유가

학파를 창립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공자는 이상의 “삼 지세”(三代之世”)를 동경하 다. <중용>(中庸)에서는 

“공자는 요순(尧舜)의 도를 따르고 주문왕(周文王)과 주무왕(周武王)의 제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가조술한 요순시 는 “천하가 공정”한 완벽한 도덕 시 이고, “현명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한 이상적인 

정치 형태 으며, “모든 나라가 화합”하던 세계 평화 시 다. 유가학자는 종종 이 시 를 “정도가 행해지던” 
시 라고 찬양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의 도는 현실 세계의 가치 추구를 나타낸다. 유가학파는 매우 현실적인 선비 계층

이다. 그들은 “삼 지세”(三代之世”)의 문화 이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역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따

라 현실 불평등 사회 중에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기를 바랬다. 예를 들면 유가학파가 있던 춘추전국 시 는 

이미 “천하가 모두 집”이며 귀천이 있던 불완전한 사회 는데 어떻게 다른 가족, 다른 개인의 이익 다툼을 방

지할 수 있을까? 공자와 유가학파는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진정한 도가 있는” 사회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이런 “천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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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天下有道)의 등급사회의 가치체계는 “정당한 도리가 실행되면 천하가 공평해진다”라는 가치 체계와 다름

이 분명하다.

 

유가의 도에 한 이중성은 유가 경전 <예기⋅예운>(礼记⋅礼运)에 각각 “ 동”(大同), “소강”(小康) 두 시

로 그 가치 체계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공자가 가로되 “진정한 도가 실행되던 시 , 하(夏), 상(商), 주(周) 삼 의 명한 군주들이 다스리던 시

를 나는 보지 못했으니 그 시 를 동경한다. 진정한 도가 행해지던 때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공유했다. 

사회에서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름을 뽑아서 일을 하고 신의를 중시하고 단결과 화목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했으며 사회의 노인들이 편안하게 수명을 누렸다.

 

장년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유소년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 다. 홀아비, 과

부, 고아, 자녀가 없는 노인과 질병이 있는 장애자까지 모두 보살핌을 받았다. 남자에게는 적합한 일자리가 

있었고 여자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었다.

 

사람들이 재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자기 개발에 힘쓰고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가 걱정하 지만 결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런 사회

에서 음모와 간계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약탈도 없으며, 도둑질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문을 닫고 서로를 경계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을 “ 동” 세계라 부른다. 오늘날 진정한 도

는 사라졌다. 세상이 한 집 한 성의 재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친족을 친족으로 삼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아들과 딸로 삼고, 재물과 노동력은 개인이 소유하게 되었다. 제후들의 권력은 세습제로 변하여 명분과 

조리가 있는 예법이 되었으며, 성곽과 웅덩이를 건설하여 견고한 수비를 하 다. 예의를 제정하여 다스리고 

군주와 신하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부자관계를 돈독하게 하 으며, 형제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부부관계를 화

목하게 하 다. 각종 제도가 확립되게 하 고 전답과 주택을 나누었으며, 용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존중하

고 자신을 위해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았다. ……이것을 소강이라 한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말을 기록한 것인지는 이견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말들이 조기 유가의 가치 체계

를 반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가가 제창한 “예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군신관계가 명확하고 부자관계가 

돈독하며 형제가 화목하고 부부관계와 사회가 조화로운 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도가 

사라진”후의 “소강”세계의 도덕 가치와 부합되는 것이며 유가학자의 현실에서 출발한 어쩔 수 없는 주장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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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내심 진정으로 동경하는 “천하가 공평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

하며 신용과 화목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한 “ 동지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공자를 표

로 하는 계층이 동경하는 사회이상과 가치이상이다.

 

그러므로  2천년 동안 내심 세계 중에 유가의 도에 한 가치 신앙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관련된 가치 체계가 있었다: 한 가지는 “소강” 세계에 근거한 현실 가치 체계이다. 그들은 유가 예의를 따르기

를 요구하고 현실의 군신, 부자와 형제, 부부의 사회 등급제, 권력 세습제 등의 “소강” 사회에서 조화로운 사회 

질서가 건립되기를 희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 동” 사회의 이상 가치에 근거한 체계이다. 즉 내심으로는 

세습제가 없고 등급제가 평등하며, 자유와 박애의 이상 사회, “천하가 공평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조화로운” 사회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바란 것이다. 2 천년 동안 유가 사 부

들이 추구했던 “천하가 공평한” 가치 체계는 줄곧 이런 이상과 현실의 두 가지 다른 층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청  말엽이래 중국문화 근 화 과정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가 전통 “진정한 도가 행해

지는” 가치 이상을 진정으로 믿는 유가 사 부들은 서방 근 의 각종 정치민주제도, 사상문화 이념에 해 

강렬한 공감을 가졌다. 그들은 서방 근 의 민주제도와 민주이상을 접촉하면서 어디서 본 듯한 친 감을 느꼈

다. 서방 근 의 민주문화와 유가 “소강” 사회의 현실주의는 심각한 문화 모순이 있지만 유가의 “ 동” 이상주

의와는 매우 잘 어울린다. 이것이 바로 청  말엽이래 유가 사 부들이 서방 근  민주 이념을 도입하자고 

힘있게 주장하던 내재적인 원인이다.

 

2.
 

아편전쟁부터 갑오전쟁에 이르는 이 시기는 사람들이 보통 중국의 물질문화의 근 화 시기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 근 제도 문화와 사상문화를 접촉한 유가 사 부들은 이미 소개와 감상을 시작하고 있었으

며 이런 근 화의 민주이념과 제도를 제창하고 있었다. 특별히 지적할 가치가 있는 사실은 그들이 중국 전통

의 “ 동이념”, “삼 지치”(三代之治)의 문화입장에서 정치문화의 근 화 전환에 힘썼다는 사실이다.

 

위원(魏源)은 청  말엽에 중국 근 화를 추진했던 첫 번째 공로자이다. 학계는 그의 “서양의 기술을 배워 

서양을 제압한다”라는 주장이 양무운동에 향을 끼쳤다고 긍정하고 있다. 사실 그의 서방 근 문화에 한 

도입 주장은 견고한 군함과 예리한 포 범위의 “장기”(长技)에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해국도지>

(海国图志) 중에 서방 근 의 민주제도와 사상이념을 소개하고 도입하 다. 위원은 특히 미국 민주제도가 구

현한 이념과 절차를 감상하 는데, 그는 <외 서양묵리가주총서>(外大西洋墨利加洲总叙)라는 책에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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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하고 있다.

 

“(미리견국 - 즉 미국)27 개의 추장이 동서 두 곳을 나누고 공개 선거를 통해 추장을 뽑아 그 곳을 다스린

다. 그 지위는 세습되지 못하고 4 년 동안 권력을 보장 받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심이 일치하여 어찌 공평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공무를 논의하고 소송을 심의하며, 현명한 관리를 뽑고 모두 아래서부터 시작하여 

가부와 좋고 나쁨을 판단하며, 3 분의 2 를 차지하면 따르고, 독자적인 것을 버리고 같은 것을 따른다. 아래서 

미리 의논하고 공개 선거를 하니 어찌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위원은 이런 주장을 통해 민주이념과 제도에 한 내심에서 나오는 감상을 표시하 는데 이것은 결코 실용

적인 이성의 태도가 아니고 일종의 가치적인 이성의 태도이다. 그는 이런 “공동 추천” 형식으로 통령을 뽑고 

4 년마다 바꾸며, 국가권력을 가족과 개인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현상이 중국 동지세의 “진정한 도가 실행되

면 천하가 공평해진다”라는 이상이 구현된 것으로 생각하고, “어찌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하며 높이 

평가하 다. 그는 미국 의회제도의 “의사를 진행하고 심의를 하며, 현명한 관리를 뽑는 것이 모두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것” 등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단히 높게 평가하 으며 “어찌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가?”라고 주도면 하고 상세한 제도라고 칭찬하 다. 그런 까닭에 위원은 <해국도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하 다.

 

“미국의 마을은 우두머리가 신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 세 를 거쳐도 폐단이 없다”.
 

이것은 위원의 근  민주이념 보편성에 한 긍정이다. 이런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사실 유가 사 부의 유

가 전통의 동주의 “천하위공”(天下为公)의 가치 이상에서 나온 것이다. 위원이 제창한 “서양의 장점 기술을 

배운다”가 그들의 실용적인 이상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가 높이 칭찬하고 추천하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민주이

념은 그의 삼 (三代) 이상의 가치 이성에 한 동경에서 나왔다. 위원의 가슴에는 줄곧 이런 “삼 ”이상의 

마음이 깊게 감춰져 있었다. 그는 “군자는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삼  이상의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저속한 것이고 삼  이상의 상황을 모르면 반드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원은 중국 근 화를 추진했던 선구자로서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삼  이상의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실용적인 이성으로 선택한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의 동경과 추구에 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삼  이상의 마음”의 모범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심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른 유가 사

부에게 추천 소개한 것이다. 이런 추천 소개는 유가 문화의 근 성 재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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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 신 곽숭도(郭嵩焘)는 위원의 뒤를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 “삼 지치”(三代之治)의 유가문화 이상을 

해독하고 근  민주제도와 이념을 융통한 유가 사 부이다. 그는 유가 도덕 전통을 굳게 믿고 깊은 수양이 

있는 유가 학자이며 유가 가치 체계의 확고한 옹호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근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서방 근 의 과학기술, 정치, 사상 등 문화에 해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린 양무 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의 근 화 사상 주장은 유가 문화 근 화 건립 구조의 요구를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특히 

주의할 만한 것은 곽숭도 역시 실용적인 시상의 실리 각도에서 서방 근 의 과학기술을 보고 “서양인은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 지식을 얻기 때문에 세상을 속박할 수 있으며, 만물을 운용하며, 모든 실용적인 일과 실용적

인 것들을 본받는다”라고 제기하 다. 그러나 그는 서방 근 화 민주이념을 가치 이성의 시작으로 보라보았

다. 그는 “본말”(本末)을 이용하여 서방 문화를 분석하 다. 그는 “서양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본(本)이 있고 

또한 말(末)이 있다. 그 본은 조정의 정치와 종교에 있고 그 말은 상인, 조선, 제기(制器)등이 있다. 그것들이 

서로 도와서 더욱 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곽숭도는 서양 국가의 “조정 정치와 종교”에 해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 이것은 완전히 유가 사 부의 가치 이념에 근거한 것이다. 곽숭도는 청  정치체제 내부의 한 권신

이지만 근 의 민주이념과 제도에 해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국과 프랑스 등을 외교사절로 다녀

온 후에 양국의 민주제도에 해 칭찬을 하 다. 그는 “서양의 국가 건립 상황은 백성과 함께 한다. 국가에는 

선거제도가 있어서 백성과 함께 의논한다; 백성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국가는 그것에 찬성하고 환란에 비한

다.”라고 제기하 다. 곽숭도의 서방 민주에 한 찬양의 문화 원인은 위원과 같은데, 이런 이념과 제도의 근

거는 유가의 “진정한 도리가 실행되면 천하가 공평해진다”라는 가치 이상과 부합된다. 곽숭도는 중국 고 의 

정치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그는 “하늘이 백성을 낳고 군주를 세웠다, 그러므로 백성이 근본이다. 삼  

성인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천하를 안정시켰을 뿐이다. 전국시 의 유세하는 사람들이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학설을 세웠으며 군주의 세력이 날로 존경 받았다. 천하의 힘이 다하는데까지 이르기에 한 사람을 받

드는 것은 부족하며 이것을 위한 상벌은 천하의 인심을 고르게 하 다.”라고 말했다. 그가 동경했던 삼  시

의 정치 형태, 군주와 백성 사이의 평등하고, 상호이익의 조화로운 관계이며, 군주는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군주를 옹호하는 것은 일종의 “진정한 도리가 행해지는” 이상 사회인 것이다. 진한(秦汉) 이후의 군주와 백성

의 관계는 일종의 존귀하고 비천하며 립적인 충돌관계이고, 일종의 “세상에 진정한 도가 없는” 정치 형태인 

것이다.

 

곽숭도는 “유도”(有道)와 “무도”(无道)의 정치 형태를 구별하 다. 삼 의 정치와 종교 풍속이 그가 추구했

던 가치 이상을 나타낸다. 진한(秦汉) 이후의 군주 전체 정치는 심각한 결점이 있었다. 그는 “진한 이후의 중국

은 그 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탄식하 다. 곽숭도는 서양 문화를 깊게 접촉한 후에 서양의 “정치와 

종교 풍속”을 높게 평가하고 이런 정치와 종교의 풍속은 중국의 삼  정치종교의 이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

하여 “유도”라고 칭했다. 이렇게 “무도”와 “유도”는 그가 생각하던 중서양 정치종교 풍속의 평가 결과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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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삼  이전에는 중국은 유도(有道)를 통해 도가 없는 오랑캐를 제압하 다. 그러나 진한(秦汉) 이후에

는 강약을 통해 서로를 제압하 다.

 

중국이 강하면 오랑캐를 합병하고 오랑캐가 강하면 중국을 침략하 으니 서로가 무도(无道)했을 뿐이다. 

서양과 통상(通商)한 지 30 여 년이지만 여전히 유도(有道)로 중국의 무도()를 공격하니 위태롭구나”라고 

말했다.

 

곽숭도가 말한 “무도”와 “유도”는 그가 말했던 정치종교 풍속과 관련이 있다. 그는 국의 민주제도는 칭찬

하면서 “군주와 백성이 서로의 교류관계를 유지하니 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지만 나라가 세워진 지 

천 년이 지나도 쇠락하지 않는다. 인재와 학문이 서로 계승되고, 스스로 힘을 다하여 노력하니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중국은 진한 이래 2 천년 동안 정반 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유도”와 “무도”를 평가하는 

근거이다. 그러므로 곽숭도의 근 화 추구는 견고한 군함과 예리한 포를 만드는 과학기술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종교 풍속의 제도문화, 사상문화  등과도  관련이  있다.  특별히  제기할  것은  그가  제창했

던  중국문화  근 화는 “삼 ”의 “유도지세”의 문화에 한 회귀이다. 비록 서방 문화를 섭취하고 배우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코 중국문화의 주체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중국문화의 주체성과 근 성이 

결합된 문화 건립 구조이다.

 

3.
 

갑오해전에서 중국이 패배한 이후 중국 제도문화의 근 화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 되었으며 유신변법(维新
变法)의 근 화 사조가 전국에 널리 퍼졌다. 천하의 책임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자각하는 유가 사 부

들이 유신 운동의 주도 역량이 되었는데 특히 유가 사 부 담사동(谭嗣同), 당재상(唐才常) 등의 유신 지사가 

유신파의 핵심인물이다. 청  말엽에 왕성하게 일어난 유신변법 운동은 중국의 군주 전제제도를 군주입헌 제

도로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려 노력했던 운동이다. 또한 정치, 경제, 법률,교육, 문화 등 각 역이 관련된 근

화 변혁이다. 군주 입헌 제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서방 국가가 청  말엽 사 부들이 모방하고자 했던 본보

기 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 유신변법을 주도했던 사 부들의 마음에는 늘 유가 전통 가치관의 모범인 동사회(大同社会)

를 고집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신변법 운동을 중국이 가장 이상 적인 사회인 동사회에 진입하는 과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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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유신운동의 지도자인 강유위(康有为), 양계초(梁启超), 담사동(谭嗣同) 등은 모두 위원(魏源) 공양학(公羊
学)의 사상 전통을 계승하 다. 그들은 <춘추(春秋)>학의 “소견(所见), 소문(所闻), 소전문(所传闻)”과 <예기

(礼记)> 중의 “소강”(小康), “ 동”(大同)과  결합하여  새로운  공양(公羊)  삼세설(三世说)을  이루었다. 요

(尧),  순(舜), 우(禹) 시 는 동 세계의 태평() 시 이고, 하(夏), 상(商), 주(周)는 소강 세계의 승평(升平) 

시 이며, 춘추(春秋) 이후는 혼란이 줄어드는 거란세(据乱世)이다. 그들은 유신변법의 목적은 중국을 소강 

세계의 승평(升平) 시 로 진입시켜 결국에는 요순(尧舜)시 의 “ 동지세”(大同之世)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

조하 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 문화의 근 화와 중국 문화의 주체성 건립 구조를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담사동은 중국의 제도문화, 사상문화 근 화를 추진하는 사상 강령을 <인학>(仁学)이라는 책에 써넣었는데 

그의 중국문화 근 화와 주체성의 이중 문화에 한 건립 구조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있다. “인”(仁)은 공자

가 유교를 창립할 때 제창했던 핵심 가치관이다. “인”(仁)의 핵심 가치는 “평등, 자유, 박애”의 가치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담사동은 <인학> 첫머리 “인학계설”(仁学界说) 부분에서 “인통평등”(仁通平等)의 정의를 반복

적으로 강조하고, “인(仁)은 “통”(通)으로 첫 번째 의(义)로  삼고, “통”(通)은 평등이  된다고  제기하 다.  

또한  이  천년  동안  순학(荀学)이  제창했던  “삼강”(三纲), “예교”(礼教)의 인도(仁道)에 한 반역을 비판하

다. 담사동이 지향했던 이상 사회는 공자가 <예기⋅예운(礼运)>에서 묘사했던 “정도가 실행되면 천하가 공

평해진다”(大道之行，天下为公)라는 동 사회이다. 이 가치 이상은 중국 문화의 근 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담사동은: “지구는  다스릴  수  있으므로  천하는  있을  수  있지만  나라는  없을  수  있다.

 

……군주가 폐지되면 귀하고 천한 것이 없이 평등해진다; 정당한 도리가 밝으면 빈부가 모두 균등하게 된다. 

천리 만리 한 집에 한 사람이다. 그 집을 보고 그 집에 묵는다; 그 사람을 보면 동포이다. 부모가 사랑을 베풀

지 않으면 그 자식이 효도하지 않고 형제 사이가 좋지 못하고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한다. <백년일각>(百年
一觉)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어찌 <예운>( 礼运)의 동의 모습과 같겠는가.”라고 말했다.

 

담사동이 추구했던 근 화 목표는 결국 공자의 인학(仁学), 동 사회의 중국 사 부의 가치 이상으로 되돌

아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이상은 요순시 에 사람 사이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것이

다. 담사동이 “민주라는 것은 완전하게 공평한 것이다. 점잖고 예절이 밝은 당(唐)과 우(虞)의 읍양기풍, 중국 

진(秦) 이후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것을 보면 단절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계책이고 서로

의 거리가 어찌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치겠는가.”라고 말한 것과 같다. 민주이념은 진(秦) 이래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춘다”는 정치 문화에 한 근본적인 역전이다.



296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특별강연Ⅳ

이것은  중국문화  근 화  요구인  동시에  중국  전통  가치  이상  즉  요순의  도(道)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런 “ 동지세”(大同之世), “당우읍양기풍”(唐虞揖让之风)의 가치 이상과 사회 이상을 목표로 유신변법 사

조를 깊이 있게 전개한 것은 중국 청  말엽 시기에 추진되었던 제도문화 근 화의 뚜렷한 특징이다. 이런 

문화 이상은 당시 유신파 주요 지도 인물들에게서 존재하 다. 담사동과 가장 절친한 당재상(唐才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담사동과 마찬가지로 동의 도를 통해 중국 정치 문화의 근 화를 추진했다. 그는

 

“나는 적절한 말로 유가 경전의 요지를 밝힌다. 유교의 도덕 전통은 원한 세월을 세우고 빙해(冰海)를 가

로지르며 별과 통하는 것이다. 세상은 경계를 나눌 수 있지만 공자의 도(道)는 경계를 나눌 수 없다. 어째서인

가? 가로되: 오직 정당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도리는 무엇인가? 동의 도(道)이다. 한 나라가 새로우

면 그 나라가 동(大同)한 것이고, 만국이 새로우면 만국이 동(大同)한 것이다. 한 세 의 관계가 좋으면 

그 세 가 동(大同)한 것이고 만세 의 관계가 좋으면 만세가 동(大同)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재상과 

담사동에 있어서 동(大同)의 가치 이상은 그들이 유신변법에 투신하는 근본적인 목표이며, 또한 그들이 유

신 사업에 헌신하 던 가장 큰 정신적 동력이 다. 유가 전통의 “ 동지도”(大同之道), “요순지풍”(尧舜之风)

의 정치이상과  문화이상은  강유위,  양계초,  담사동,  당재상  등  유신파  사 부의  근 화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신해혁명 전후에 청나라 왕조를 전복시키고자 노력했던 혁명파 인사들의 근 화 목표이기도 하다. 본

래 유신운동과 신해혁명은 모두 중국 근  자산계급의 정치 주제이다. 하지만 중국 근 의 유신변법, 신해혁

명의 주체는 사 부 계층(또는 사 부 심리를 가진 지식계층)이다. 그들은 모두 동지도(大同之道)의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치 이념과 근  서방 시민계급이 추구했던 개인재산과 경제 성공의 가치 이념

은 심각하게 모순된다. 그래서 중국 근 유신과 혁명을 주도했던 지도 계층은 자산계급 개인재산의 권리 보장

과 획득을 주된 분투 목표로 삼지 않았다.

 

이와 반 로 그들은 모두가 부유하고 평등하며 사회가 조화로운 동(大同)의 도를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

았다. 이 문제에 있어서 유신파가 유가의 “ 동”을 사회 목표로 삼았다면 혁명파는 “ 동” 이상과 유사한 사회

주의(또는 민생주의)를 분투의 목표로 삼았다. 한 가지 흥미 있는 문화 현상은 서방 근  자산계급 혁명의 목

표는 자본주의 발전과 자산계급의 이익 보호인데 중국 근  “자산계급 혁명가”의 혁명 목표는 “자본절제”(节制
资本), “공농부조”(扶助工农)이며, 사회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근 사에

서 기이한 현상이다. 당시의 특별한 역사조건(중국이 서방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은 것, 서방국가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각종 사회주의 사조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역사 문화 전통의 원인이 확실히 존재하는

데, 즉 중국 근  혁명을 추진한 주체는 나라와 국민을 구하려는 마음을 품은 유가 사 부 계층이다. 그들은 

늘 마음 속에 유가 동지도의 이상사회와 이상가치의 정신적 추구를 품고 있었다. 강유위와 담사동은 유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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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수단을 통한 동 이상의 실현을 희망하 고, 손문(孙文), 황흥(黄兴), 송교인(宋教仁) 등은 “한번에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을 희망하 는데 민족혁명과 민주혁명 및 사회혁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근 화 혁명 운동 추진에 힘썼던 호상(湖湘) 지사들은 모두 이런 동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 부 또는 사 부 심정을 가진 계층이었다.

 

송교인이 바로 유가 동 이념을 사회주의로 해독한 신해혁명의 지도자이다. 신해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송

교인은 서방의 사회주의 사조를 접촉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 다.

 

그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과 노동력”의 “불평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 이념을 받아들 다. 그는 

당시의 각종 사회주의 사조를 연구하 는데 사회주의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예기⋅예운>의 동 이

상의 전면적인 실현이라고 굳게 믿었다. 즉 “인류사회는 바로 태평 동의 현상이 된 것이다. 바르고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하게 되며,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성실과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익히

게 하니, 내 집 어린이를 사랑하듯 남의 어린이를 사랑하며, 물건이 땅에 떨어져도 줍지 않으니 감출 필요가 

없다. 이런 사회가 오늘날 실현될 것이다. 각국의 사회주의 학자들이 예측한 이상의 사회를 구하고도 얻지 

못하며 우리 나라가 이것을 실현한다면 그 기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과 혁명당 인사들이 추구

하는 사회주의 이상의 가장 좋은 결과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유가 사 부의 동 이념인 “정당한 도리가 실행되

면 천하가 공평해진다”라는 현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리라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근  신해혁명당 인사들이 

“사회주의” 문화를 추구했던 원인이다. 또한 이것은 중국 근  자본주의 혁명 지도자들이 노동자, 평민 표를 

자처했던 원인이기도 하다. 송교인은 인류가 수탈 계급과 피수탈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해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자본과 노동력은 수수료 문제를 일으키며, 그 불평등한 관계가 극에 달하고, 한쪽은 천국에 있고 

한쪽은 지옥에 있다. 이것을 구제하지 못하면 세계 인류는 그것에 이용만 당하는 폐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

했다. 그가 자본주의 계급에 립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그가 동경했던 “정당한 도리가 실행되면 천하가 

공평해진다”라는 이상사회와 이상 가치와 관련이 있다. 그들이 동경했던 혁명 성공 이후의 사회는 동 이념 

가치를 구현한 사회주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당 인사 지도자들이 중화민국의 국기 문제를 놓고 토

론할 때 황흥(黄兴)은 정(井)자 기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청천백일기(青天白日旗) 사용을 반 하 다. 그의 

이유는 매우 명확하 으며 “우물과 밭이 사회주의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하 다. 황흥 마음 속의 중국 혁명의 

승리는 사회주의 실현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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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입헌정치의 현재와 과거

쉬지린 (許紀霖 - 중국 화동사범  인문고등연구원장)

내용 요약: 

중국고  사상과 제도에는 도통(유가 학술 사상의 전수계통)과 정치정권의 권위와 선비와 군주의 통치, 세

상을 향한 민간의 논평, 문관시험과 어사제도 등 정치적 지혜가 담겨있다. 이러한 정치지혜와 제도는 군왕의 

독재를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중국 정치의 암흑기에 빛을 가져다 주었고 이성과 규칙을 가져다 주었다. 정

치 지혜가 어느 부분에서 유럽 유가의 입헌정치와 다르다고 본다면 유가의 입헌정치가 일부분 완성되지 못한 

예치주의 입헌정치로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형식상에 남아있는 이치와 

정치제도 측면의 기술이 있지만 정도 측면의 근본적인 방안은 부족하다. 때문에 유가의 입헌정치의 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3가지의 예치주의 질서와 성군과 현상의 개인 도덕을 확인해야 한다. 입헌정치를 평

가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그 통치의 합법성과 권력의 효과적인 규제와 질서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

들에 해 이야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가의 입헌정치가 현 사회에서 다시는 그 독립

적인 가치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 지혜가 자유주의의 세세한 부분까지 접목시키는 과정을 통

해 현재의 민주 입헌정치의 뿌리 속에서 어느 정도의 창의성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key word): 유가의 입헌정치, 예치주의, 이중권위

유가문화는 고  문화의 중심이다. 21세기까지 유가문화의 지혜는 각 파의 인정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유가

는 정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유가의 정치지혜는 현재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상계에서는 보통 유가를 당  세계의 가치로 보며 보통 심성의 수양과 정치의 가치

로 보나 현재 그러한 의미는 다 없어졌다. 20세기의 신(新)유가를 표하는 牟宗三 역시 유가의 치도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신(新)유가의 사명은 옛 것을 (심성)을 해결해 어떻게 새로운 것(민주주의)을 

받아들여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신(新)유가제자들이 유가의 부흥을 외치는 가운데 사상 자체에 변화가 생기었다. 처음 

시작은 蔣慶이었다.

사상유가 외에 공양학의 전통적 흐름을 정치유가에 접목시켜 이를 선동하고 다녔다. 최근 1,2년 사이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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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유가(유교)입헌정치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이는 적지 않은 학자들과 유가 제자들로 인해 증명되고 그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 동안 유가의 입헌정치는 현학으로써 유가의 입헌주의를 발전시켜나갔다.

2천년동안 지켜온 중화제국의 의식인 유가 정치의 지혜는 의심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지금 닥쳐있는 문

제는 이러한 정치지혜가 유가 입헌정치로 명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설령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다 할지언

정 그건 또 어떤 입헌정치가 될 것이며 중국 정치에 어떠한 제도적 향을 가져다 줄 것이며 유가의 입헌정치

가 현재정치 속에 스며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1장. 유가 입헌정치사상의 드러남과 내부분야

고 문화에서 유가문화는 중화제국의 중심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제도를 실현시킨 것이기도 하다. 陳寅恪 
선생은 이에 해 “모든 정치사회의 공사는 법전에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적 속의 유가학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난 2천여년동안 중화민족은 유가학이 주는 깊고 큰 향력을 받아왔고 제도법률상의 공사에서 실

현시켜왔다”고 말했다. 국가의 정치법률, 과거제도부터 민간에 흐르는 풍속, 의식 그리고 종법가들 내부의 가

르침까지 유가가 그 핵심에 박혀있다.

청나라 말기에 국민들의 생각은 쇠퇴되었고 해체되었다. 이는 제도화가 떠난 것과 관련 있다. 여기서 이야

기하는 제도화가 떠났다는 것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05년 과거제도의 철폐이다. 

유가는 원래 서양의 기독교와 같은 독립적인 종교와는 달리 교육에 크게 의존해있다. 국가가 실행하는 과거제

도가 알려지면서 스승이 가르침을 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제도가 철폐되자 각 

지역 내 있던 학당과 새로 세워진 학교들이 더 이상 사서오경(四书五经)을 필수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이렇

게 유가는 의존하고 있던 교육을 통한 전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1911년 2천여년동안 

계속되어온 중화제국이 결국 막을 내린 시점이다. 중화민국의 정치제도는 서양화 되었고 유가학은 더 이상 

국가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으며 법률정치제도와의 관계 또한 중단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의 사회흐름

이 빨라지고 정통 종법가가 점점 몰락하면서 사회 속에서의 유가의 자리 또한 위태해졌다. 이러한 3가지 원인

으로 유가문화는 점점 교육과 정치와 사회의 기본뿌리에서 분리되었고 그 힘을 잃어 그 무엇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갈 바 없는 유령과 같이 힘을 잃고 말았다.

餘偀時선생은 전통유가의 핵심은 제도화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정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는 제도화의 유가가 사라진 이후 혼이 되었다고 말하며, 서양과 맞 응 할 수 있는 도덕철학의 힘으로도 환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도화를 통해 전국 중국인의 생활질서에 흡수되었던 유가를 지금은 다시 되돌릴 방법

이 없다. 떠나간 유가를 찾는 사람들도 절  다시금 유가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생각에 지금의 유가

는 일상생활, 인생 속에 있다. 제도가 아닌 정신적 그 가치를 다시금 만들어가고 있으며 전국을 통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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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는 이미 예전에 잃어 지금은 각각에게 향을 끼치는데 힘쓰고 있다.

그의 말이 맞고 틀렸다는 것을 막론하고 20세기 속의 를 이어내려는 신(新)유가의 노력을 바라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수양해 나가는 사람들 속의 유가를 말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

국 각 곳에 준 향력은 여전히 미미하다. 유가의 수양제도는 결코 단편화 할 수 없다. 또한 를 거쳐 전승

되며 그 가르침이 달라져 정치적 유도학문(서한의 董仲舒)과 심성적 유도학문(송나라의 朱熹) 그리고 사회적 

유도학문(명나라의 王阳明) 등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도학문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정

치적 유학은 점점 쇠퇴하며 변질되던 중 마지막에 잠시 그 힘을 되찾았으며 결국 제도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

다. 사회적 유도는 梁漱溟이 이끌던 시골 농촌마을에서 벌어진 운동 속에서 몇번의 싸움과 몇번의 부흥을 경

험한 끝에 중국의 사회에 기초가 된 유학의 윤리 기초에 흡수되었다. 반 로 심성적 유학의 경우 熊十力와 

牟宗三 그리고 2 에 이어온 唐君毅가의 노력으로 빛을 보았고 효과를 내어 20세기의 유학의 중심이 되었다.

신(新)유가의 심성학은 현 화 과정 중 의미의 변질과 불확실성, 그리고 도덕과의 마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인의 마음속에 질서를 다시금 세우기 위한 신(新)유가 학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과 의미

를 정돈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는 다시 정돈되었고 철학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어 내어 현재에도 가르침을 전하

는 전통사상이 되었다. 그러나 심성학 유가는 여전히 의미상의 학문일 뿐 현재에는 그 생명력을 다하고 있고 

또한 제도와 분리되고 있다. 물론 신(新)유가들은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牟宗三부터 徐复观까지 옛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유가의 도덕주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을것인가, 

유가의 제도적 지식주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지금의 민주주의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为君难，为相亦难，相夹逼于上下两端中，直不能维持其政治上之独立性与客
观性。因上之君、下之民但不能客观化故也。吾每感此而兴无涯之悲痛，遂发愿深思而求其故”。와 같은 말이 

있는 것이다. 신(新)유가는 의미상의 결점을 여전히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약점은 종종 근심걱

정을 만들어 낼 뿐이고 이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牟宗三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지식

주체 속에 도덕적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나 이렇게 된다면 제도상 유가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徐复观은 정치와 학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분야에 어떠한 공헌도 하지 못했다. 

이유는 그들은 본래 철학가이자 사상역사가인 동시에 더 나아가 삶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余英时의 말처럼 20세기내내 하락하고 유가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신(新)유가가 뒷걸음 치지 못하도록 수양을 

더하고 제도적 밑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직 후 에게 기 할 수 있는 것 같다.

20세기, 상승하던 유학이 하락의 기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20여년이 흘 고 상황은 조금의 변화

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지난 1세기를 장악해온 반(反)전통, 반(反)유도 세력이 서서히 줄여 들었고, 

각종 문화보수주의가 기승하기 시작하면서 정권을 되찾고 유가를 기승하고자 하는 동맹들이 연달아 만들어지

기 시작했다. 于丹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한 《论语》을 시작으로 유가고전을 비롯한 유가관련 서적이 날개 

돋은 듯 팔리기 시작했다. 많은 학들이 유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을 만들었고, 유가고전을 필수과목으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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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회사 내 운 자들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갔고 민간의 국학학당과 동아리들도 

생겨나기 시작하 다. 이러한 현상은 1세기 가까이 유가를 괴롭혀온 불운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

고 21세기부터 유가는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 유학의 부흥에도 제도적 부재는 여전히 존재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는 교육측면의 이치의 

부재가 아닌 사회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 잡은 유학의 부재이다. 하지만 이는 유학의 부흥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20여년 동안 빠르게 진행되어온 경제발전으로 중국은 이미 세계의 경제 국으로 G2로 향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발전을 말하는 끝없는 음성 속에서 일부 지식분자들은 중국은 경제적 발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함으로써 서양의 향을 받아온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중국 특색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문화의 부흥과 제국의 기승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2,3년간 정책제도를 아우른, 즉 자유주

의와 사회민주주의 등의 정책제도가 국가주의와 신(新)좌익파로 바뀌어 이전의 어두운 모습은 다 벗어 던지고 

자기 본연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재건’의 열풍 속에서 차세  유학 학도들은 어려움을 감수하

고 유가(유교) 입헌정치의 새로운 길을 닦아 나가가고 있다.

차세  유학 학도로 제일 처음 손꼽히는 인물은 蒋庆이다. 蒋庆은 西南政法学院의 졸업생으로 이전 신(新)

유가와는 다르게 송나라 시 의 유가 사상, 즉 심성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한나라때의 공양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양학이란 적은 말과 큰 의를 전하는 유학에서 유종되어 나온 파로써 태평성세 시 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제도와 문화적으로 사회가 흔들리게 되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한의 

董仲舒와 청나라 말의 康有 모두 공양학의 가로 혁신을 외친 선두자들이기도 하다. 유가 지식분자들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시 와 다른 파종 속에서 그 슬픔의 깊이와 내면은 다르게 보여지곤 한다. 蒋庆은 

“공양학은 제도적 간절함을 지니고 있다. 이는 심성학이 이야기하는 실존성과는 다르다. 공양학은 제도의 설

립을 이야기하고 제도의 개선을 첫번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蒋庆가 말한 제도적 간절함과 牟宗三의 그것 

모두 세상이 혼란스러운 때에 나온 말이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牟宗三의 제도적 간절함은 이치상의 

것으로 철학가의 생각과 시 의 조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나 구체적인 방안과 정치의 실현방법은 이야기하

지 않고 있다. 하지만 蒋庆의 경우 공양학의 전통을 기승한 학자로써 유가이념을 내세워 강한 내적 의지를 

지니고 있고 분명한 제도적 설계를 통해 중국 입법개정 과정에 참석해 본인이 내세운 제도적 간절함을 직접 

세상에 알려 유가(유교) 입법정치의 표인물로 불린다. 하지만 둘은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이지 모두 큰 향

을 끼친 인물이다.

20년전, 蒋庆은 입법 제도의 개정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公羊学引论(공양학 머리말)>을 출간했고 10년후, 

<政治儒学(정치유학)>을 출간해 옛 심성 유학과 공양학을 정식으로 분리했다. 최근 10년동안 유가를 회복시키

고 국가교육세계를 정돈시키고자 전국적으로 유교협회를 설립시켰고 유교입헌정치의 큰 획을 그었다. 또한 

국가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학문에서 제도로, 민간에서 사당으로, 서서히 나아갔다. 이는 유교와 

제도 간의 거리를 정돈해 유가를 왕가를 위한 학문으로써 다시금 부활시켰다. 이 모든 일은 이미 蒋庆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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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닌 유학(유교)의 입헌정치를 위한 지식분자들의 일이 되어 목소리를 모아 유가 학도의 모습으로, 또한 

국가주의를 외치는 개혁가로, 자유주의자와 입헌정치주의자로 하나된 모습을 보 다. 유가(유교)의 입헌정치

는 하나의 흐름으로 립된 세력이 아닌, 한가지의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외부와는 단절된 모습이 아닌, 각자 

다른 지식배경과 정치입장 그리고 문화색채를 가진 사람들로써 중국의 공인가치와 공공의 바람을 외치고자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크게 두가지를 주장하 는데, 하나는 제조적 근심으로 중국이 여전히 건국이라는 시급

한 임무를 남겨두고 있다고 외치며 국가의 근본적 법령과 제도를 개선시키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그들은 

유학은 두가지 모습으로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이는 고  유학의 이치와 전통 제도를 현재 민주주의 

정치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중국 유가 입헌제도의 사상은 략 융통성 있는 유가입헌제도와 고지식한 유가입헌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가치적 방향성과 현실에 한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융통성 있는 유가 

입헌제도는 유가 학자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입헌정치 주의자들의 주장으로 현재 정치를 기본이념으로 하

고 있으며 어떻게 유가의 가치와 전통 제도를 민주주의 입헌정치 제도와 접목시킬지를 설명하고 있고 유가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국 현  입헌정치를 주장한다. 처음 입헌정치주의를 외친 杜钢建는 향후 유가입헌정치

제도에 해 “仁义礼智信的宪政主义原则”라고 말했고 그의 말에 의거해 “要求兴人权，立公正，通和顺，符合
理，树忠诚，中国在２１世纪的宪政建设需要坚持儒家宪理的上述五大基本观点，充分发挥宪法对政府行为和执
政党行为的制约作用。”라는 말이 나왔다. “儒教、宪政与中国的问题，也就是直面实际的历史情境，如何在中
国的宪政建设中将儒教的精神与理念贯彻进去的问题。”라고 말한 唐文明은 유가사상을 통한 중국 입법 개정을 

위한 방법으로 세가지를 주장했다. 하나. 중국의 입헌정치가 마지막 이상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서양 

입헌정치의 기본인 인권 외에 유가의 원리인 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 중국 입헌정치에 유가의 

“寓郡县之意于封建之中”을 개입시켜 중앙집권제도를 지방자치의 연맹주의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康
晓光가 발표한 <儒家宪政论纲(유가입헌제도개강)>에는 “承续儒家道统，建立儒家宪政，把中国政府的正当性
建立在对中华五千年道统的继承和对现代民主政治的吸纳之上。儒家可以吸收多党制、竞争性的普选制度、权力
分立、有限政府等理念和制度，进而实现传统与现代的融合。”라는 내용이 있다. 홍콩의 陈祖은 이에 해 유

학은 시정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입법과 제도정책의 이론기초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어 ‘유
가입헌정치’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蒋庆스타일의 유가가 정치와 사회 속에 퍼져 나가는 

것에 해 반 하는 동시에 온화하고 선량주의인 moderate perfectionism을 주장했다. 이는 국가입법 시 인

생의 아름다움을 유가 속에 투입시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秋风（姚中秋）은 중국 역사적 시점

으로 보았을 때 유가입헌정치의 역사적 모습은 유가 본래의 입헌정치주의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 속 

입헌주의는 각기 다른 3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서주 시 의 귀족봉건제도이며 두번째는 한나라때

의 군주와 사 부 공동정치제도이며 세번째는 근 에까지 이어져온 현  입헌정치정책이다. 입헌정치주의가 

유가의 기본 방향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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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있고 개방된 유가입헌정치주의와 고지식한 유가입헌정치주의의 다른 점은 고지식 유가입헌정치주

의가 원교(原教)의 모습을 더 강하게 띄고 있다는 것이다. 蒋庆便은 유가입헌정치의 원교주의자이다. 그는 공

양학을 기초로 유학과 비슷한 또 다른 ‘교’를 만들어 정치와 사회 속 유교를 실현해 3가지 부분을 자신의 비평 

상으로 지정했다. 하나는 유가 내부 경쟁자인 심성적 유학이다. 그는 송명나아부터 신(新)유교의 심성학 유

교가 내부를 통해 외부를 바라보는 원리라고 이야기하며 내부정치로 외국정권을 움직이고 왕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해 왕권을 내부정치의 부속 역할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로 하여 유가의 인격과 중

심내용 위에 재정돈시켰으며 객관적으로 제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내적정치에 편파적 입장을 보여온 심

성학적 유가로 하여금 외부왕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蒋庆은 내부정권과 외부왕권간의 

관계를 평행관계라고 평가하며 종속관계라는 주장에 반 했다. 심리학적 유가는 내부정권학적 이론으로 외부

왕권은 공양학에 포함되어진다. 그에게 정치유학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유학이자 전통유학 

속의 외부왕권이라고 말하며 내부정치와 외부왕권을 분리시킴으로써 유학내부의 입법개혁제도가 지니고 있는 

권력을 실현시켜 본인이 계승해온 공양학 전통사상 속에 제한시켰다.

원교의 두번째 유가입헌정치 비평주제는 주가 되고있는 의식의 형태이다. 이러한 비평은 굉장히 은 하지

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형태가 아닌 왕도정치의 건국방식으로 전달된다. 보수 

유가입헌정치주의자들은 ‘通三统’라고 말하며 3가지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가정치와 왕도정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중국의 문제는 바로 ‘合法性缺位’(합법성의 부

재)라고 말한다. 100여년동안 중국에 깊게 뿌리박힌 중국 고유의 문화적 붕괴를 교훈 삼아 자유주의문화 혹 

사회주의문화와 같은 외국문화들을 본받아, 중국 고유의 주도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유가문화가 정치와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있던 주도적 향력을 빼앗겼고 중국문화의 발전방향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는 현재 중국의 주유의식이 오랜시간 끌어온 중국 정치합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이

것이 정치합법성의 기초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蒋庆의 유가입헌정치는 비(非)

보수적이다. 때문에 원교주의의 성질을 지니고 이상적으로 추고하는 바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질서 속에서 강하게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원교가 유교입헌정치에 해 가장 크게 비평하는 것은 심성적 유학도 주유의식형태도 아니다 바로 

서양의 자유주의민주정치이다. 이것은 그들과 바로 전세  신(新)유도학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熊十力,

张君劢,牟宗三 그리고 徐复观와 같이 五四启蒙思想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학주의와 각종 주의를 반 했으나 

정치관과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 향유주의와 민주주의 입헌정치 주의의 기본적 가

치로 신(新)유가입헌정치의 적인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새로운것과 낡은 것의 주의 다. 이른것은 전통적인 

황제왕권주의이며 이후의 것은 현 의 적극,긍정주의이다. 그들은 서양의 민주입헌정치는 이러한 주의의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은 여전히 건국이라는 시급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중국정치발전 속 요구사항에 해 이야기 하지 않고 민주제도의 건립에 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신(新)유가



304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특별강연Ⅳ

와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마찰은 항상 있었고 전통 중국문화는 민주입헌정치의 발전을 방해했다. 그들은 중

국문화 특히 유가문화는 현재민주주의의 일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어떻게 옛 내부정

권 속에서 새로운 왕권주의를 찾아내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蒋庆 등 원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가입헌정치

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닌 서양 자유주의의 예교정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 서양의 선거제

도는 민주정치의 핵심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와 일반 민중을 같게 생각해 매 사람들 모두에게 1장의 선거권리

를 줌으로써 질이아닌 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민중의 의견이 크게 전달되고 민중의 결정이 모든 것

을 결정짓는다는 이 민주주의는 고 정치를 뛰어넘고 역사적 문화성을 계승받는 것에 취약한 현 주의의 문제

점들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蒋庆은 유가 스타일의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왕도정치를 회복시키고 민중의 의견 

외에 그 가치와 민족역사정통, 이 세가지를 합법화 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당시 牟宗三은 중국의 유교정치

에 치도(과거 정권자들은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하 는가)만 있고, 정도(객관적인 제도)는 없다고 외쳤다. 때

문에 서양의 민주입헌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蒋庆의 생각에 정도가 무족한 것은 심성적 

유교의 문제점이기에 외부왕권을 중요시 여기는 공양학의 정도를 받아들이면 중국스타일의 입헌정치를 실현

시킬 수 있고 왕도정치 중심인 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가입헌정치란 중국식 입헌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역사문화특색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헌주의정치라는 것이다. 또한 인류

사회를 탈피한 자유민주주의 외에 또다른 정치의 발전방향이라고 주장했다. 蒋庆은 여기서 굉장히 분명하게 

“고지식한 유교입헌정치는 옛 신(新)유가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만 융통성 있는 유가입헌정치와도 다른 점

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서양의 민주주의를 비평하고 반 했지만 현 적 가치와 제도 속 

유가의 자리를 찾아 중국특색의 정치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蒋庆은 현재의 것을 탈피해 왕도정치와 

다른 형식의 중국입헌정치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유가입헌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현재 중국이 바라는 정치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유가입헌정치

는 중국의 역사를 받아들여, 역사를 돌아보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 현실 속 더 

개선된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장. 역사 속 사대부와 군주 공치와 그 한계점

유가입헌주의정치는 2년전 바뀐 신(新)유가의 새로운 이름이다. 역사 속 유가정치가 입헌정치의 모습을 띄

고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또 어떤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입헌정치

에 해 설명하겠다.

입헌정치란 정치권력과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으로 객관적인 제도와 법률을 따라 정치권력을 만들어가고 정

돈하고 제한 두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입헌주의는 3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법률 

혹 제도가 주는 권력의 합법성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통치자들의 권력을 정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법률과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305

특별강연Ⅳ

제도 규범과 제한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세번째

는 법률 혹 제도 규범권력의 교체이다. 공동된 정치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준다.

입헌정치는 각종 정치질서들 중 하나의 특정된 형식으로 통치자(군자, 귀족 혹은 국민 모두)들을 높혀주고 

권력의 권위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정치질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의미

와 차이를 가져다 주는 부분이다. 때문에 헌법(성문법이나 성문법이 아니거나 모두 포함한)은 입헌정치의 표

면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헌법이 꼭 입헌정치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통치자들(기존 중국의 법률계 인

사, 혹 스탈린 시 의 소련)의 인식 속에 입헌정치를 높게 혹은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헌정치가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법정권에 반하는 헌법의 특징이다. 헌법은 반드시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정치정책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며 권위가 실현되고 제한되고 교체되는 것을 

가능케하는 것을 말한다. 입헌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력의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제도와 법률에 더 강한 법령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입헌정치 스스로 권위성을 가질 수는 없다. 입헌정치 역시 본연보다 더 높은 어떠한 것에서부터 내려온 것

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입헌정치든 모두 특정된 도덕가치와 입헌정치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럽 중세 시절의 

기독교 입헌정치는 하나님을 위해 세속의 권력을 규범하고 제한했다. 또한 현재의 자유주의 입헌정치는 개인

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도덕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있다. 유가입헌정치 역시 공평과 지혜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자 존재한다.

현재 입헌정치는 자유주의 입헌정치라고 불린다. 자유주의 입헌정치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현 사회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지난 역사 역시 이러한 가치들에 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 속 입헌정치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그며 유럽 중세시 의 기독교 입헌

정치와 중국고  유가입헌정치 그리고 그 외 다른 문명체의 입헌정치 형식 모두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각기 다른 가치들의 차이를 하나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입헌정치가 좋느냐 좋지않느냐를 가늠하게 해주거나 

지향하는 가치까지 도달하게 해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입헌정치가 말하는 혹은 행하는 권위성으로 우리는 각 

입헌정치의 장단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몇가지 입헌정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울 수 있다. 하나. 

특정한 가치적 목표를 지닌 정치의 정당성과 권력을 연결지을 수 있는가? 둘 입헌정치의 의미가 권력의 이름 

위에서 설명되며 또한 법률과 제도의 제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 또한 권력을 충분히 제한하고 있는가? 

셋, 부패된 권력에 해 제도적으로 혹은 질서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치자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유가 입헌정치가 가장 첫번째인 권력의 정당성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이며 두번째 권

력의 제한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번째 권력의 평화적인 체성은 불합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양의 현재입헌정치에는 두가지 역사적 시초가 있다. 위에서부터 내려져온 초월성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제한적 귀족사회이다. 弗里德里希의 《超越正义：宪政的宗教之维》에서는 입헌정치를 서양의 기독교 

신앙체제와 드러나는 세욕주의의 정치적 사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욕의 권력 위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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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끝까지 항상 권력보다도 강하고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초월성이 존재한다. 중세시 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현 에 와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욕화 되어 자연신, 자연법 혹 도덕적 사상에서 나온 

어떠한 것이 되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초월성외에 서양 입헌정치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온 제한적 귀족사회가 존재한다. 

국은 가장 처음으로 현 적 입헌정치 국가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 으며 그것은 다른 왕권과 위력을 가진 

프랑스에서 그리고 다른 지리적, 왕권적 특징을 가진 국에서 보여서 국의 귀족과 왕권을 비슷하게 만들었

고 또 이는 자유주의 입헌정치와 각종 법령, 권익 법안 등을 만들었고 이는 후 국 입헌정치의 기초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건이 되었다. 입헌정치와 귀족은 많은 연관점들을 지니고 있고 이는 권력의 양중 방침을 만

들어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군주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폭정으로 만들

어진 민주제도, 입헌주의를 시도를 군주, 귀족, 그리고 국민간을 간 평등을 말한다. 亚里斯多德의 의상에 따르

면 모든 종류의 힘들의 평행은 정치체제를 공평하게 해주었고 이는 미국 입헌정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입헌정치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정 정치로 입헌정치를 유지시켜 나아가듯 입헌정치는 각종 이익과 힘의 사

이에서 서로 제약을 둠으로써 평등을 지킴으로써 평화라는 가장 높은 목표를 실현시켜 나아가고 정치공평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유가입헌정치가 있다고 치면 그 입헌정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일 것인가, 혹은 아래에

서부터 내려온 입헌정치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중국의 정치의 양면권위의 문

제이다. 고  중국에는 두개의 권력이 존재했다. 하나는 사 부가 표하는 도가, 그리고 하나는 왕권이 표

하는 정치체제 다. 이러한 권위에 시작점은 모두 초월성 천명에서부터 시작했다. 바꾸어 말하면 우주의 초월

성이 현지 세상에 내려온 후 두개로 나뉘어 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가 전통주의와 정권정치 이 두가지 

권력이 바로 중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나 힌두교, 고 로마문명 모두 이러한 

고  핵심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알수있다. 중국의 황제와 학자, 정치로 통치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통치하는 것들 모두 불확실하다. 목잡다자한 세상의 마찰 모두 이러한 이중권위와 관련되어 있고 유가의 입헌

정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부터 사람들은 군주를 하늘의 명을 받아들여 인간 세계에 와 인간을 통치하고 하늘의 뜻을 이뤄나가는 

천자라고 여겼다. 그러나 군주의 정치는 이러한 하늘의 뜻과 부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 부와 왕권을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춘추전국 시기에 들어선 후 중국문화는 새로운 변화점을 맞이한다. 민간 사이에 유가, 도

가, 묵가 등이 출현해 독립적인 도덕적 정치를 실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하늘의 뜻을 해석하고 정치적 

발언권을 가져 왕권과는 또 다른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유가의 도덕적 정치는 배후에 또다른 만은 사상들은 

지니고 있다. 유가는 도덕적 정치가 정권적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가르침이 왕권보다 높다고 여겼

다. 이는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유가입헌정치를 만드는데 큰 몫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위에서부터 아

래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양중 시초를 가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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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것은 군주 중심의 정치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더 높고 더 초월적인, 하늘의 명

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어 군주를 하늘의 뜻을 계승한 사람으로 여겼다. 하늘은 도덕적이기에 군주 역시 도덕

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왕권 위주 정치를 만들었다. 许倬云은 董仲舒가 이후 공자를 왕좌에 

올려 부패된 권력을 질책했던 것을 가르키며 “이렇게 유가는 세상의 권력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의 

기초가 비판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굉장치 단기적인 시점이다. 유가는 황실의 정치가 합법적이라고 

여겼으나 지식분자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의 도덕적 정권은 황실의 정치

에게 제약적인 무언가를 제공했다. 과거를 돌아보면 모두 초월적인 세속질서의 우주적 질서를 통해 이는 실현

되었고 왕권의 정당성과 천도를 받아들인 왕권의 권력과 군주의 부패를 제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

나 이러한 왕권을 제한한 도덕적 통치는 각기 다른 이상에서 나온 각기 다른 정치적 효율을 가지고 와서 ‘다름’
이라는 약점을 만들어냈다. 张灏은 유가의 이러한 것들이 보통 두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고  신화주

의의 전통천인감응을 탈피해 음양오경우주론(阴阳五行宇宙论)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하나는 지금의 사상을 

깨부시고 하늘과 사람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천명이 사람의 심령 속에 있다는 내용이며 천리심성합이(天理心
性合一)라는 송명나라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정치와의 분리 정도와 비판성은 각기 

다르다. 하늘의 뜻을 알아듯는 것은 인간 세계의 질서의 기본적 제도에 성령은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한계적인 비평의식을 발전시켜야만 가능하나 유가입헌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董仲舒의 우주론은 

더 많은 왕권 위주 통치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록 다른 것들이 왕권을 제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은 미약하여 송나라와 명나라 이성학에서는 왕권의 심령질서를 독립적으로 따로 뺐다. 또한 이러한 것들과 

우주질서는 서로 교통하여 더 많은 비판성을 만들어 낸다.

유가입헌정치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엔ㄴ 이러한 천명 천도, 천리 외에 초월과 세속 사이의 개념

이 존재한다. 이를 천하(天下)라고 말한다. 천하는 세속을 말하는 것으로 군주통치 속 강한 범위에 해당된다. 

이것은 지리적 개념이기도 하나 천하는 이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국가보다 문화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으로 유

가의 이교질서를 표한다. 천하질서는 형식상으로는 우주질서이나 세속적 예교질서이기도 하다. 천하는 현

실적 왕조질서에서 왕권통치의 정당성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왕조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아 다른 것들과는 다

르게 생각한다. 유가는 이러한 천리의 천하적 방법으로 왕권을 제한한 핵심 국가이나 이러한 제한성은 그저 

입헌정치를 목표로 한것일 뿐 비제도적이며 비정도적인 입헌정치이다. 이것이 목표로 한 입헌정치는 예의정

치와 관련있어 합리성과 권력에 한 규제 그리고 통치자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목표로 하나 입헌정치에서 굉

장히 중요하게 보는 왕도에 취약하다. 이는 제도적 정도적인 규정이다. 입헌정치는 정치정의를 추구하나 유가

의 입헌정치는 목적론과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입헌정치이기에 실질적인 정의, 즉 목적있는 정의를 중요시 

여긴다. 이 부분에 해 더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중국의 특색이기도 한 양중 권력은 유가 사 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력을 초월하는 하늘의 명령을 해석

하는 권위를 말하는 것으로 왕권통치가 정당한지, 하늘의 뜻과 국민의 뜻에 부합한지를 구별한다. 모두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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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군주 본인은 가능하지 않다. 공자와 맹자에서부터 董仲舒와 朱熹까지 많은 인물들은 

유가 도덕정치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킨 인물들로써 사서오경을 핵심으로한 유가고전을 만들었고 과거

제도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 사 부들의 중화제국의 발언권을 제한시켰다.

천리에서 칭의까지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져온 제약을 제외한 유가의 입헌정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것이다. 이것은 秋风가 이야기한 사 부와 황실 권력의 공동정치체제이다. 한나라에서 송나라까지, 중화제국

은 군주국가로 불리었으나 사실상 이중권력이었다. 정치에는 황제와 많은 귀족뿐만 아니라 사 부관료들도 

참여했다. 그들은 하나의 유가적 신념을 가진 문화공동체로 제국 정치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고 정치에서 흔하지 않은 현상이다. 钱穆이 이에 해 자세히 분석했었다. 서주시 는 혈연으로 인한 황실제

도가 분봉되었던 시기이다. 서한의 한무제때에 들어서서 비로소 서주때의 귀족정부가 아닌 한나라 초기의 군

인정부가 아닌 평민 위주의 지식인 속 현인들로 이루어진 정부가 되었다. 이를 文治政府之创建, 즉 문명이 

정부가 되어 통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와 왕실 국가는 왕실 내의 문제에만 관여했

다. 이전에는 황제의 재상이 황실 업무를 볼 수 있었고 국가의 정무를 보기 위해선 황가의 허락을 필요했다. 

하지만 한무제 이후 문화정치정부는 황실과 함께 주가 되어 정치에 참여했으며 이에 해 분명한 이론과 가능

성을 지니고 업무에 참여했다.

서한에서부터 송나라까지 황실과 사 부의 공동정치는 중세기 국의 귀족과 군주간의 그것과는 다르게 입

법적인 제한규정을 지니고 있었고 각자의 업무와 의무가 분명했다. 때문에 그 배후에는 충돌과 갈등이 분분했

다. 조나라 시 때 에는 사 부와 군주 사이의 힘이 어느 정도 비슷했다. 군주가 조금 더 약했고 사 부의 

권력이 조금 더 강했다. 만약에 군주의 권력이 너무 강했다면 그건 군주주의 제도에 가까웠을 것이다. 사 부

와 권력에는 효율 있는 제도가 부족했고 그러하기에 이 두 권력에게는 입법적인 법령을 뛰어넘을 무언가가 

없었다. 하지만 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도덕제국과 왕도정치라는 유가적 이념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의 공평제도를 유지하고 법적 정치를 너무 맹신하지 않고 느낌으로 탄력적인 통치를 실현시키고 정치의 각종 

세력들간의 평행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사 부와 군주의 공동정치는 일단 이 권력간의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했다. 한나라와 당나라에서 송나

라까지의 재상의 권력은 너무 강했다. 군주의 명령은 반드시 재상의 허락이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했고 

역사적으로 보면 재상은 종종 황제의 정치에 방해꾼 역할을 했다. 그러나 왕권과 재상의 권력 사이에는 분명

한 군신의 관계가 존재했는데 이는 서양의 법적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예의 속에서 형성된 관계 다. 예교에

서는 권력을 중요시 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钱穆은 중국 정치에는 서양과 같은 주권 

혹 주체적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정치의 책임이 누구에게로부터 온건지가 굉장

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전통 중국 정치는 정치의 주체들은 약하고 통치자

만 강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정치자들과 정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 부와 황제의 

공동정치는 정치자들의 신분을 다른 고 그리스의 공민과 같은 그러한 신문제도에서부터 나왔다. 이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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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비제약적인 법률의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 혹 성문이 아닌 헌법법률을 지니고 있지 않고 오직 유가 

이론과 왕조의 신과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존재한다. 군신 사이에는 본분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는 것

이 존재했다. 본분을 지키고, 직무를 지키는 것은 군주 그 개인의 도덕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것은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속박이지 비제도의 강한 속박이 아니이다. 钱穆은 이러한 제도에 크게 찬성하며 이

에 해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공동 통치의 체제 중에 군주의 권력이 재상의 권력 위에 있기 때문에 주동적이고 강력한 편에 속한다. 그래

서 공동 통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는 군주의 개인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형의전(邢义田) 선생은 “재상의 직권은 

제도상의 보장이 없다. 그것은 완전히 성문 또는 불성문의 전통에 근거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황제의 신임

과 존중이다.” “전체 관료체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가는 황제가 신임하고 존중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아야 한다.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는 황제의 사심으로 인해 완전히 궤멸될 수 있다.”라고 지적

하 다.

사 부와 군주의 공동 통치 구조는 양위제(讓位制) 구조이지만 군주의 세습제 구조이며 또한 개인적인 천하

이다. 전통 또는 성문의 전통에만 의지한 재상의 권력은 군주의 권력과 균형을 맞출 수 없으며 양위제는 세습

제에 맞설 수 없다. 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권력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다. 설령 진보적인 

송나라 시 의 황제라도 그러하다. 여 시(余英时) 선생은 “동치(同治)” 또는 “공치(共治)”를 적극적으로 제창

한 것은 송 의 사 부이지 황제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공동통치 제도라고 말하기보다는 공

동통치 구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체제는 개인의지를 초월한 제도적인 제약이며, 구조는 사람에 따

라 적당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후의 권력 근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본적 

성실의 변법 또는 체제의 변환은 반드시 이 권력의 근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황제 개인의 의지가 

결정성을 지닌 역량인 것이다.

권력의 체계 중에 황제의 권력은 강력한 권위를 지니고 사 부의 권력은 나약한 권위를 지닌다. 사 부가 

선비 정부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적으로 황제 개인의 덕성과 능력에 달려있다. 염보극(阎步
克) 선생은 한  초기의 승상은 한때 명망이 성 하고 권세가 매우 커서 황제에게 조금도 꺼리지 않고 솔직하

게 말하고 심지어는 도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승상은 부분 천하를 평정한 공신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와 재상의 관계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하 다. 진정한 문치 정부는 한무제 때부터 시작되는데 

평민 출신의 공손홍(公孙弘)을 재상으로 봉했다. 그러나 재상의 권력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었다. 황제

는 승상에 해 걸핏하면 질책하거나 사형에 처했다. 공손홍 이후의 여섯 명 승상 중 죄를 짓고 자살한 사람이 

2명, 투옥되어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 3명인데, 공손하(公孙贺)는 승상에 임명되었을 때 관직을 받지 않고 머리

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 승상을 맡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한당(汉唐)에서 양송(两宋)까지의 중외조(中外朝)라는 것은 중조(내조(内朝))는 군주를 중심으로 황족 구성

원, 외척과 환관으로 구성되었고, 외조는 재상을 표로 하는 문인 정치를 말한다. 중조는 결정자이고 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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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자이다. 리한 황제는 중조와 외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 부로 하여금 내조의 교만과 사치 및 방

종방탕을 억제하 고, 내조를 이용하여 권력이 문인 집단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 다. 하지만 무능하고 

아둔한 군주는 사 부에 한 의심이 심하여 종종 내조의 황제의 친척과 외척 및 환관 세력을 믿고 신뢰하

다. 서한(西汉) 한무제 이후에 외척이 권력을 독점했고, 동한(东汉)과 당나라 중엽에는 환관이 횡행하 다.

한당(汉唐)에서 양송(两宋)까지 황제의 권력과 비교하면 사 부 재상의 권력은 하행선을 걸었는데 그 지위

가 날로 몰락하 다. 이것은 재상이 조정에 나가 황제를 알현하는 우를 통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한 에

는 승상이 알현을 요구하면 황제는 일어나서 승상을 맞이하 다; 당 에는 삼성(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장관

이 전에서 황제와 국사를 토론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는데 앉아서 정사를 논의하 다. 그러나 송

에 이르러서는 재상이 군주를 만나면 서서 아뢰었으며 인사와 사법의 권력을 상실하 다. 명청(明清) 시 에

는 재상의 직위는 아예 원히 폐지되었으며 재상을 신한 내각 또는 군기(军机)가 설립되어 외조(外朝)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사 부 관료는 군주 개인의 노예가 되었는데 내각 중신이 황제를 만나면 항상 무릎

을 꿇고 아뢰었으며 존엄성이 조금도 없었다.

재상의 역사상의 지위가 날로 악해진 원인은 재상 배후의 사회 세력이 몰락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전목(钱
穆) 선생은 중국 사 부의 향은 정치 논평과 문벌에 있다고 말했다. 한  초기 재상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는

데, 그  부분은 전공이 있는 인사 다. 수(隋)와 당(唐)  재상의 권력은 군주가 존중할 수 밖에 없도록 

하 는데, 그 배후에는 명문 가의 지지가 있었다. 북송(北宋)에 이르러서는 문벌정치가 쇠락하고 재상은 

부분 과거를 통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형의전(邢义田) 선생은 “과거제도의 흥기와 당송(唐宋) 명문세가의 

쇠퇴에 따라 사회에서는 황제의 권력과 상호 립할만한 역량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송  이후 과거 출신의 

사 부는 본래 황제가 “저택”과 “봉록”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던 선비 계층이었다. 그들은 남북조(南北朝)와 수

당(隋唐) 호족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없었다.

이런 상황하에 황제는 자연스럽고 쉽게 선비 계층을 속박하고 마음 로 조종하 다. 송(宋)  이후의 지식

인 계층은 명문 세가의 사회적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의리(义理)를 통해 확장된 왕권과 항하 다. 

세가 사 부가 가진 것은 문화 역량뿐만 아니라 또한 독립적인 사회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토

를 잃어버린 과거 사 부에게 남은 것은 도덕의 용기와 맹렬한 비평밖에 없었다. 문벌이 이미 사라졌지만 정

치에 한 비평은 나날이 왕성해졌다. 하지만 사 부의 정치에 한 비평은 일종의 순수한 정신적 비판이며, 

그 배후는 텅 빈 사회 다. 송  이후의 향신(乡绅) 계층은 농촌 사회의 엘리트이지만 향촌 사회와 명문 세가

는 다르다. 그것은 정치성이 아니고 지역을 넘어선 것도 아니다. 농촌의 마을은 산산이 흩어졌고 각자가 한 

곳을 점거하고 있었을 뿐이다. 방 한 제국 정부는 군현제를 통해 그것들을 전체로 연결시켰는데 향신 그 자

체는 이런 유기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었다.

과거제도하의 사 부는 이미 군주의 적수가 아니었다. 정치는 실력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고 제도를 중심으

로 한 헌정(宪政) 역시 왕권과 귀족의 균형 중에 탄생하는 것이다. 상 방을 서로 제압하지 못하고 서로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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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해야 하기에 규칙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송 이후의 사 부는 유명무실한 정치 비평만이 있었을 

뿐이고 체제 내부의 생존 공간을 지탱할 수 없었다. 황제의 권력은 나날이 커지고 재상의 공간은 날로 좁아지

고 있었다. 마지막에 나온 효웅 명(明) 태조는 재상을 폐지했다. 그 뒤로 권력의 중추는 왕권과 균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북송(北宋)과 남송(南宋)을 통한 전환과 과도, 원 (元代)의 이족 통치를 거치면서 사 부와 군주

의 공동 정치 구조는 철저하게 소멸되었으며, 명청(明清) 시 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군주의 절  전제 정치가 

정립되었다.

3장. 왜 유가입헌정치는 불완전한 예치주의형태의 입헌정치인가

선비와 군주 통치의 유가 입헌 정치는 좋은 도리를 갖고 있고, 한ㆍ당의 제도를 겸비하고 있다. 그러나 왜 

왕권의 무한한 확장을 막지 못하고 점점 끝으로 가고 있으며, 결국 학자는 국왕의 발아래 굴복해 노예로 불리

게 될 것인가?

연구사상사는 종종 지성적인 착각을 일으켜 성인(圣人공자)의 잘못된 이치로 자신의 규칙으로 삼고 정치설

계로 하여금 역사 현실을 만들었다.

사실상, 사상사는 정치사가 아니다. 유가이치 역시 역사의 진실을 신 할 수 없다.

이러한 유가이치에도 불구하고 공자 다음으로는 맹-순 양가가 있다. 맹자와 순자 모두 인을 중요시했으며 

맹자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도덕성을, 순자는 외면적이 제도규범을 중요시했다. 맹자는 높은 도덕세력의 

유가 이상주의자 고 순자는 혼잡을 수용하는 현실 이상주의자 다.

외유 내법의 중국황제는 사실 왕도를 쉴새 없이 말하는 맹자를 그 닥 탐탁지 않아 했으며 순자는 패왕을 

혼잡하게 하는 (霸王杂之) 정치적 현실감이 있었다. 청  말엽에 담사동(谭嗣同)이 감개무량해하며 말하길 : 

“이천년 동안 배우면(學) 순자와 같이 된다”라고 했다.

역사상 유가에서 이치적인 층면으로 봤을 때 맹학(孟学)은 사상의 주된 경향이며 정치층면에서의 순학(荀
学)은 오히려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런 순학(荀学) 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곧 유가와 제도의 현실관계

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순자의 예치주의는 결코 유럽의 로마법에 중심을 둔 법률제도가 아니라 도덕적인 일상생활질서이며, 가문

에서 국가로, (由家而国)，국가일체인, 동종서의 삼 강이고 이것은 즉 예치주의 규범이며 임금과 신하 간의 

국가적인 윤리이고 부자간의 그리고 부부간의 가문적인(家之) 윤리와 비슷한 구조이다.

법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지만. 유가입헌정치로는 결코 법적 이치가 아니며 예교(礼教)이고 추상적이지 

않는 보편적인 법으로써, 오히려 구체적인 두 가지에 응하는 예의다.

법적인 정치 아래의 권리와 의무는 인격을 초월하고 보편적인 법률규범으로 삼았지만 예교(礼教)에서의. 

왕은 왕의 변하지 않는 도리를 신하는 신하의 직책을 다하며 임금과 신하간의 관계에 도덕인격적인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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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

钱穆先 이 말하길, 중국인이 정치를 말할 때, 지금까지의 직책을 중요시했으며, 주권의 관할을 묻지 않았다

고 한다. 이러한 주권의 배경 뒤에는 자유 의지가 있고 (而职责所在) 직책이 있으며 계속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도덕적 정의가 있다.

유가입헌정치의 근본은 전통적인 예법사회이다. 요기서 법이란 정치권리상의   넘어서지 않고 국왕의 의지

로 법률을 다스리는 것인데 예절의 도덕적 가치내용은 율법의 수단성보다 높고 율법으로는 윤리성의 가치를 

준다.

예교를 늘 먼저 하는 공동체 국가에서 국왕은 제국의 가장이며 백성의 부모이다.

제국은 자신의 국법(예의와 법도) 이 있으며, 국왕은 주로 예법의 제한을 받는다.

그 역시 시종을 임용해 (관료학자들) 제국의 일상적인 업무(예법)을 관리하게 했으며 법규의 해석권 또한 

그들의 손안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예법을 판정하는 권력과 정치책략은 한 국가의 왕 손아귀에 있다.

예교를 늘 먼저 하는 공동체 국가에서 국왕은 제국의 가장이며 백성의 부모이다.

제국은 자신의 국법(예의와 법도) 이 있으며, 국왕은 주로 예법의 제한을 받는다.

그 역시 시종을 임용해 (관료학자들) 제국의 일상적인 업무(예법)을 관리하게 했으며 법규의 해석권 또한 

그들의 손안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예법을 판정하는 권력과 정치책략은 한국가의 왕 손아귀에 있다.

양가에서 하나는 종교의 초월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의 공리주의이지만 이것은 모두 인생의 어두운 면에

서 충분이 경험 할 수 있다.

호프스태터(霍夫施塔特)는 미국 입헌정치 창립 때, 미국헌법의 기초는 “홉스(霍布斯)철학과 칼뱅주의이며 

그들은 인류의 자연적인 상태의 전쟁을 인정했고 속세 된 사람의 지혜와 신과의 충돌이라 하 으며 그들은 

이미 인류가 말할만한 신용은 없지만 좋은 정치제도에 필요한 역량을 규제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고 이야

기했다.

이 제도는 입헌 정치의 지혜이며 욕망의 정복은 욕망. 권리의 제약은 권리이다.

순자가 볼 때 인생은 좋은 점 도 있지만, 질투심이나 욕망, 성장의 귀 기울임, 제한 하지 않는 점, 혼돈, 

가난함, 사회의 불안정이 등의 몇 가지가 악에 한 인식이라고 하 다.

순자의 해결방법 역시 제도에 의한 거지만 그가 말하는 제도는 야심에 맞서는 법적 정치가 아니라 논리성의 

예치주의이다. 인간의 본성은 비록 선량하지 못하나 인간이 알고 있는 능력과 예의를 공부하며 인생을 변화시

키고 외적인 예의로 하여금 인간의 양심을 내면화 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예의에 의지하고 잘 행한다면 천하가 잘 다스려 진다고 한다. 그러면 예의는 또 어디서 오는 걸까? 

순자가 봤을 때 인간의 마음은 가치 있는 능력을 창조할 수는 없으나, 이해하고 분별하는 가치의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예의제도의 핵심은 “분별” 에 있으며 각자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고 속세

인 (凡夫俗子) 으로부터 초월해서 성인(圣人)으로 오는 창조를 필요로 한 후에 보통백성에게 전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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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마치 한 조각의 구부러진 목재 같아서 뛰어난 지혜를 기다리는 성인과 현인으로부터 창조하고 교육

해왔다.

생명의 전반적인 의미는 예의를 준수하고 행하며 성인이 갖고 있는 구조의 예법과 음악 규범으로 생활하며 

천하의 질서를 잘 조합하여 세워야 한다.

庞朴先은 순자의 “예(礼)에서 성(圣)으로” 라는 내면의 논리에 해 설명하고 이 단락의 해 놀라운 분석을 

하 다. 그가 말하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했으며,

 누적된 이론으로 볼 때 선은 성화 될 수 있고, 성화 과정 중, “예”는 행위의 규범이지만 일단 성인이 되어”
천지의 참여”하게 되면 모든 외적 세계의 경계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성인자, 以己度者也’ （《비상》）, 성인자신은 척도이고, 경계이며 자신을 도로 삼았으며 이 도는 객관적

인 상황에 일제히 부합하 고,사람은 하늘이고,하늘은 사람이라고 하 다  .따라서 그는 천지를 신해  욕망

으로  다스렸다.

입헌정치는 물론 하나의 제도이지만, 요기서 묻고 싶은 건 법치형 에 의한 입헌정치인지, 예치형 에 의한 

입헌정치인지? 인데 두 가지 모두 같은 제도이며, 설령 성인현자라도 법치는 믿지 못하 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살아가는 군림에는 입헌정치로 하여금 권리를 규범 하는 게 필요하다.

劳思光 선생이 평론하길 , 순자의 예의에는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환경 응에 필요로 여기는’ 자,와 

“권위에 있는”자 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환경 처에 필요한’이론이며, 예의는 오로지 ‘가치수단’이다.; 바꾸

어 말하자면, 순자는 이와 같은 가치를 해석할 때 소위 가치는 일종의 ‘용도’라고 했다.

다른 예의로는’권위에 이론’, 이며 외적인 예의로 모두 삼았다; 가치란 오로지 권위 규법 아래의 가치를 뜻

하며 순자의 예치주의는 공리주의의 특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과 분리하고(与仁割裂) 내

면의 가치근원은 부족하나. 가치는 오로지 외면에서 오고, 외적인 성인 권위에서 발원 한기 때문이다.

이런 “외적인 권위질서”는 “내면의 도덕질서”를 신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荀学 순학을 중심으로 한 유가

입헌정치는 자연적으로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순자의 학생 중에 한비(韩非)와 같은 법가가 우연이 

아니라 정말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荀学 순학 내면의 객관전인 논리에 의한 것이다.

牟宗三 선생은 순자 때 이와 같이 평론했다: 순학은 하늘을 존경하고 이치의 법은 없으며 군주의 위치상 

천명제한을 뛰어넘기 부족하다.

군주에서 “통솔 지도는 거의 법률을 다스리는 것이며 오히려 법의제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정권이 

있는 곳에 객관적인 법률제도도 없다. 옛날은 스스로의 법을 단속하며 자신에 제일 높은 도덕감을 의지했다. 

도덕감이 부족하면, 스스로의 법을 단속 할 수 없으며 또한 외력으로부터 제어 할 수 없고, 단절로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

순자 학설 에 외적의 “법천경천”은 신성감이 없으며, 내면에 결핍된 “인치덕성”을 수양한다.

诚如蔡 문선생이 말하길: “순자 그리고 선진 각 사상파 의 사고 출발점은 객관적인 제도를 방지하고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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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 부패 혹은 정책의 실수를 꿰뚫는 방법이 아니라, 설사 순자와 같이 객관적인 제도 뜻에 상당히 중점을 

둔 사상가라 할지라도 先秦诸와 같으며, 국왕에 관한 권위 문제에 해서 사고출발점에 놓여진 어떤 사람의 

자격이 당시 군중의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

권위를 집 성자로 삼아, 국왕은 자신의 천명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로 할 수 있고, 

법률 의 제도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역 통치자모두 외유내법 을 하는 것은 당연했고, 외유(순학) 와 내법 (한

비) 은 사실 곳곳에서 로 전해졌으며, 예 에서 법으로, 예의와 법도를 하나로 합쳤다. 예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모두 성인현군을 뛰어넘는다.

예법제도에는. 유가입헌정치의 핵심이 있으나 이 제도는 권리의 한 제한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맹자와 관계없이 순자라 할 지라도, 유가에서의 진정문제의식은 결코 권리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지, 권력자는 어떻게 권력을 활용해야 하는지? 권력의 활용에 해, 그것이 정책

이라도, 이른바 입헌정치라도, 곧 정치의 계획과 책략이 된다.

정책(治道)은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며, 선치 그리고 왕도는 최고 높은 경지인지에 해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의 계획과 책략이 갖고 있는 관심은 어떤 정당성의 권력이 부여하는지, 어떤 제도

의 안배를 배치하는지 그리고 권력제한을 하는지 다.

牟宗三선생은 고  중국정치에는 오로지 정책에만 관련이 있고 오히려 정치의 계획과 책략에 (政道) 한 

분석은 없으며, 이것은 뛰어난 견해(고견)라고 했다.

그가 봤을 때 정치의 계획과 책략에 관하여 정권을 말했고, 정책(治道) 에 관하여 통치권을 말했다.

정치의 계획과 책략(政道)은 “이성의체(之体)” 이며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고 권리를 다스리는 헌법구조에서 

생겨났고, 정책(治道)은 이성에서 운용했으며 이것을 “지혜의명之明”이라 한다.

중국은 오로지 “이성에 운용표현” （治道）만 있고, “이성에 구성표현(政道) 은 없다.

정책(治道）측면으로 볼 때는 이미 높은 경지에 도달했고, 소위 성군현상(圣君贤相)라 불려졌으나 정책(政
道) 제도의 설계상으로는 끝내 방법이 없다.

역사상에는 오직 관리의 품행과 치적 만 있고 정치는 없었으며, 법률은 오직 오륜(五伦) 방법만을 가지고 

유지하며 매체의 상벌과 본인의 독립의의가 없는 점을 국가정치법률 구성형태로 모두 출현시켰다.

다른 방면으로 볼 때 입헌정치는 권력의 근원을 해결하고 문제를 처하길 원했으며

중국 전통 정치 안에 있는 부족한 제도규범은 난국에 빠졌다.

牟宗三선생은 비록 고  중국이 “천하가 공평하다”, “현명한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뽑다.” 라는 전통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것 역시도 권력을 다스리는 민주이며, 비 정권적인 민주 다. 단지 권력을 다스리는 

민주와 어떤 통치와 관련 이 있고 정권 민주는 권력의 근원으로 나타내고 곧은 질서를 교체했으며, 제도성 

규율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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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와 군을 나누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권과 치권, 천하와 왕조 모두 나누어지지 않았고 역  통치자의 

권력모두 무력을 통해서 내려왔다. 이와 같기 때문에 권력을 다스리는 자의 정권, 왕조자의 천하, 정치를 모두 

하나로 세습했으며 흔히 부족하게 여겨지는 객관적인 법률제도를 규제했다.

그러나, 유가에 군주권력의 상황아래, 정도(政道)객관화를 찾을 수 없었으며 국가의 정책방면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규제했다.

이러한 규제는 도덕형태이며 비 법률 형태이기 때문에 성군현상 모두 도덕상의 명사가 되고 비 권력상 물질

의 역량 이 되었다.

역사상, 중국은 비록 군주와, 선비의 이중 권위이고 도통(道统)과 전통의 이원성을 구현했으나 양자간의 

제도성 안배와 도동에 한 전통의 우선순위와 규정력 을 확실히 책임졌다. 군주의 권력은 천명에서 오는데, 

선비는 천명의 해석을 갖고 있고 군주통치에서 부정당의 논의에 한 권력을 판정했다. 명조말기, 청조초기에 

黄宗羲은 “학교”에 해 제시하 고 이것으로 하여금 선비의 논의제도화를 가상시켰다.

그러나 설령 “학교”는 기껏해야 현 시 의 공공 역과 등했으며, 오히려 실제정치권력의 의회를 소유하

고 있지 않았다. 그는 수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국가의 최고 권력을 바꿨다. 단지 여론의 발언권은 

부족하 고, 정권의 민주 역시 아직 선거권이 필요했다.

牟宗三선생이 가르키길 중국은 “종합적인 이해를 다한 정신”(성현인격), 그리고 “종합적인 기운을 다한 정

신”( 웅 호걸인격) 이 있다. 오히려 제도화가 없다면 법률화의 “ 분결의 이해를 다한 정신”(과학적 입법정치) 

.에 따라서 최고권력을 바꿨으며,

自尧舜 이후에, 늘 주기적으로 정세나 상황 등이 불안정하게 발생하 다.

따라서 이런 불안정은, 권력을 바꾸는 세가지 주요수단이 되었는데: 세습, 선양과 개명, 개개인의 각종 비 

제도화의 불 정확성, 음산한 음모,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갖가지 것들은 일제히 모두 천명의 쟁탈에 

둘러져 있다. 그러나 수시로 변하는 천명 규칙 제도의 무질서, 태평성세는 성군현상의 도덕인격을 바라고, 

난세 때 하늘아래 호걸전쟁을 눈감아주며, 천하의 혁명을 명의아래로,쟁탈 아래로 하여 혼란한 상황을 끝없이 

순환하며 바꾸는 사이에 3천년의 중국역사를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했다.

萧公权 선생은 고 중국의 군주의 권력을 규제하는 시기 때 : “종교, 법률 과 제도는 비록 국왕을 속박하며, 

그들로 하여금 제멋 로인 행위를 하게끔 하지 않았고, 이천 년 간의 중국세력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효력은 

사실상 중 하지 않았으며, 전제정체의 근본에 동요에 충분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유가입헌정치는 일종의 단속이 약한 입헌정치인데, 비록 권력적인 이치가 있고, 권력의 내부 균형이 잘 잡

혀있다 하더라도 강한 성질의 제도에 규제되어 결여되어있고, 통치자 의지에 있는 법률을 초월하기 부족하다.

유가입헌정치는 제도 없이 이치가 있고 헌법 없이 법률이 있으며 헌정 없이 제도가 있다.

이것은 군주권력에 결여되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구성이다.

나날이 면하는 확장된 군권은, 유가 입헌정치에 법치제도를 규제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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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군신간의 제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예의 질서로 겸비권력을 독점하나 제도의 규제는 마

직막에 설군 현명의 출현으로 통치자개인의 도덕설의 인류정치에 희망을 걸게 된다.

중국고 사상과 제도 중에는 다양한 정치지혜와; 도통과 정통의 두가 권위가 있으며 선비와 군주의 다스림 

안에, 민간의 논인 정통과, 문관시험과 어사제도 등등이 있다.

이러한 정치지혜와 제도 실천은 민심으로 의지해 삼아왔으며. 자연 이치의 높은 가치와 유가 선비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량이 되었다. 상당히 큰 수준을 황권독점아래, 제한 하고 , 중국정치로 하여금 시 와 

역사시기 중 청명(清明)을 유지하 고, 이성과 질서는 아주 오래된 중화제국으로 하여금 하나의 지역을 광활

하게 하고, 수많은 인구와 다문화적인 바닥에서 2천년의 문명역사를 유지해왔다.

만약에 이러한 정치지혜는 일종의 다른 유럽의 유가 입헌정치로 말하자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결

국에는, 이러한 유가 입헌정치는 이치성 입헌정치에 불완전 할 뿐이며, 자신의 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 이다.

이치에는 척도층면에서의 기술이지만 정도 층면에서의 근본적인 법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유가입헌 정치는 현실에서 낙오되며, 최후에는 삼강에 의한 예의질서 핵심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

한 성군현상은 개인도덕성에 달려있다.

근본상으로는 구체화된 입헌정치는 통치 합법성을 해결 할 수 없으며, 권력의 효력을 제한하며 권력에 있는 

순서를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유가입헌정치는 현 사회에서 독립적인 회복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그 중에서 정치지혜

는 자유주의에 신중하게 접목 시킬 수 있다.

현  민주 입헌정치의 기본 구성 중 에 창조성 전환을 실현했으며, 21세기 중국 정치 중 다시금 이채를 띠게 

하며 이것은 당  중국의 입헌정치 창립자들로 구세 를 계속 새로운 유가 방향으로 나가게끔 힘썼으며 각 

기 에 낙관적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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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東算)과 주자학

가와하라 히데키 (川原秀城 - 도쿄  교수)

본고의 목적은 동국산학(東國算學) 즉 동산(東算)의 전개 양상을 개관함으로써 주자학과 동산의 관계를 알

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주자학이 동산의 발전을 큰 틀에서 규정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본래 동산의 사상 

및 그 사상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알고리즘에 한 자세한 수학적 해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역으로 수학적 해석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세한 수학적 해석은 졸저 朝鮮數學史-朱子學的な展開とその終焉-(조선수학사-주자학적 전개

와 그 종언-(東京大學出版會, 2010)에 맡기기로 한다. 여기서는 동산이 갖는 사상사적ㆍ문화사적 측면만을 

시 순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산의 전개 양상 속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주자학의 향과 특징을 밝히기로 한다.

1. 조선 초ㆍ중기의 수학과 그 사상: 동산 전사(前史)

1) 조선 초기의 산학 융성

(1) 산학 융성의 사상적 배경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는 조선사상사에서 유불(儒佛) 교체를 실현한 사상의 전환기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고려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경으로 천도(1270)한 뒤 친원(親元)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문화ㆍ예술 분야에도 깊은 향을 주었다. 원나라(1271∼1368) 문화의 향을 받게 됨에 따라, 원나라 

학문인 주자학이 끊임없이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조선의 사상적 풍토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한당학(漢唐學)의 느슨한 사상 구조에서 다른 학문을 이단시하는 성리학 일존(一
尊)의 엄격한 사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상의 전환기에는 기라성 같은 석학들이 배출되었다. 저명한 인물들을 예로 들면, 안향ㆍ
이제현ㆍ이색ㆍ정몽주ㆍ정도전ㆍ권근 등이다.

그러나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이어지는 거 한 정치적 굴곡 속에서 주자학(도학)은 크게 두 파로 분열

되었다. 정도전ㆍ권근 등 ‘치인(治人)의 학문’(정치)을 중시하는 현실 참여의 혁명파(이성계 일파)와, 이색ㆍ정

몽주 등 ‘수기(修己)의 학문’(도덕)을 중시하면서 두 왕조를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보수파(반이성계파)

로 갈리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정치적으로 승리한 건국 공신들은 주자학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혁명의 정당

성을 주장하고 전제개혁(田制改革)과 노비 해방을 단행했으며, 법 체계를 정비하고 왕조의 기틀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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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과 산학

세종은 앞서 언급한 조선 초기 주자학의 정치 이념을 계승하여, ‘도학입국(道學立國)’의 일환으로 산학 정비 

진흥책을 신중하게 실시했다. 세종 때가 조선 최고의 산학 융성기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종 2년(1420), 궁정 내에 연구 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고 유망한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역산학(曆算學)

을 포함한 학문 연구에 매진하게 했다. 또 계산에 능한 관리를 양성해 산학 진흥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널리 

역산 서적을 구해 집현전과 습산국(習算局)에 이어 산법교정소(算法校正所)와 역산소(曆算所)를 추가로 설치

하기도 했다.

세종은 친히 “산법은 육예(六藝) 중 하나이다. 모름지기 학문을 하는 자는 이를 배워야 한다”며 신하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부제학 정인지로부터 산학계몽(算學啓蒙)의 기초를 배웠다.

세종 12년(1430)에는 ‘산학취재(算學取才)의 경서제예수목(經書諸藝數目)’, 즉 수학고등교육의 커리큘럼 겸 

산사(算士)채용 시험과목을 정했다. 고려의 구장산술(九章算術), 철술(綴術), 삼개(三開), 사가(謝家) 
신 산학계몽, 양휘산법(楊輝算法), 상명산법(詳明算法), 오조산경(五曹算經), 지산(地算)을 채택

한 것이 그것이다.

세종 13년(1431)에는 사역원주부(司譯院注簿) 김한ㆍ김자안 등을 명나라에 파견하여 산학을 배우게 했다. 

세종 25년(1443)에는 집현전에 명하여 역  산학법에 해 연구하게 했다. 

세종은 산학 관련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산학 인재 양성에 힘썼다. 훌륭한 산서(算書)를 발굴해 국가채용시

험의 교본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지침서를 만들어 널리 세상에 반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배우지 않는 

일이 없게 했다.” 세종 15년(1433) 8월 25일, “경상도 감사(인 신인손)가 새로 간행한 송나라 양휘산법 100
권을 진상했다. 집현전ㆍ호조ㆍ서운관 습산국에 이를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이를 잘 말해준다. 

시 는 약간 내려오지만, 조선 초기(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전)에 복각(覆刻)된 것이 확실시되는 

중국 수학서 중에는 남송의 양휘가 쓴 양휘산법 외에도 남송의 주세걸(朱世傑)이 쓴 계몽산법과 원나라의 

안지재(安止齋)가 쓴 상명산법이 있다.

하지만 세종 때를 조선 왕조에서 수학이 가장 발달한 시기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기에 주도 면 하게 

산학을 정비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은 응용 수학에 속하는 고도의 역법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 

시  이전의 산학은 아무리 후하게 보아도 중국 송⋅원 수학의 도입기로 아직 독자적인 전개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도의 산법을 자주 이용하는 수리천문학의 일종인 치력(治曆)의 학문은 세종의 지도 하에 놀

랄 정도로 진보하여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등 유례 없는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칠정산내편은 독자적인 조선 역법(內篇法)을 해설한 수리천문학서이다. 내편법은 조선의 천문 현상에 

맞추고자 한양을 기준으로 원의 수시력(授時曆)과 명의 통력(大統曆)을 개편하여 만든 역법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의 내편법은 역법의 법수(法數)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시력법에 따르고 있다.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는 않았지만,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역(曆) 알레고리즘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조선의 쓰임새에 맞게 훌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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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한 것이다. 수시력의 개량 버전이므로 조선의 독자적인 발명품으로 높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

선의 현실에 맞게 산법을 개량했다는 점에서 정흠지⋅정초⋅정인지⋅이순지⋅김담 등의 공적을 과소평가해서

는 안 된다.

(3) 경국 전과 산학

산학을 포함한 조선의 여러 제도는 세종 이후 몇 번의 수정을 거쳐 경국 전의 시행(1485)에 이르러 안정

기에 접어들었다. ‘조종불역’(祖宗不易)의 기본 법전이 성립된 것이다.

경국 전에 따르면 산학직은 경관직(京官職)인 호조에 속하며 호조판서(정2품) 1원(員)⋅참판(종2품) 1원

⋅참의(정3품) 1원⋅정랑(정5품) 3원⋅좌랑(정6품) 3원이 있었고, 그 아래에 산학교수(종6품) 1원⋅별제(종6

품) 2원⋅산사(종7품) 1원⋅계사(종8품) 2원⋅산학훈도(정9품) 1원⋅회사(종9품) 2원 및 산원 30명⋅학생 15

명을 정원(正職)으로 했다. 경국 전 이후 산원과 학생의 정원은 늘었지만, 품계가 정해져 있는 관직의 경우

에는 그 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산사 이하 관직과 산원의 경우에는 정직 외에도 체아직(遞兒職, 정원 외 임시직)을 마련하여 그 명의로 봉급

을 지급했다. 각 원은 판적사⋅회계사⋅경비사 등에 배속되어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田粮)⋅식화(食
貨)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는 ‘과거(科擧)’와 ‘취재(取才)’를 조합한 인재 등용 정책을 실시했다. 과거에는 문과

와 무과, 잡과-역과(譯科, 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 의과(의학), 음양과(천문학

⋅지리학⋅명과학(命課學)), 율과(율학)가 있었다. 취재에는 제학(의학⋅한학⋅몽학⋅왜학⋅여진학⋅천문학

⋅지리학⋅명과학⋅율학⋅산학) 과 화원(畵員)⋅도류(道流)⋅악생(樂生)⋅악공(樂工)이 있었다.

산학은 과거의 잡과에도 포함되지 못해 취재를 통해 호조 관원 15명을 선발했다. 산학의 취재 시험에는 세

종경서제예수목(世宗經書諸藝數目) 5책 중 원나라 안지제가 쓴 상명산법과 남송의 주세걸이 쓴 산학계몽, 
남송의 양휘가 쓴 양휘산법이라는 3책을 사용했다.

(4) 주산(籌算) 3서

산학취재의 시험과목 중 산학계몽, 양휘산법, 상명산법은 중국 당 (唐代)에 학관(學官)들의 학습 과

목으로 정해진 구장산술, 철술, 오조산경 등과 달리, 송⋅원 시기에 편찬된 새로운 수학서이다. 후세(17

세기 중엽~18세기 초)에 조선 수학은 중국보다 더 관료적이고 행정 의존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

다. 결국 동국산학(동산)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이 중국의 학관에 없는 3책을 채택한 의미를 가

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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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중기 산학의 황폐화

조선 중기(15세기 중엽~17세기 중엽), 조선 시 의 수학은 내부적으로는 이황을 중심으로 한 사림파 주자

학의 실학 경시,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왜란)과 중국의 침략(호란) 등으로 크게 황폐화되었다.

(1) 사림과 사화

주자학과 실학을 함께 받아들인 건국공신들이 왕조지배체제를 정비한 결과, 과거가 중시되었고, 주자학풍

의 도덕을 신봉하는 지식인들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 조선 주자학이 초기의 ‘치인의 학문’에서 중기의 ‘수기

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주자학 신봉자들의 급격한 증가에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전환기에는 ‘실학’ 즉 치인의 학문(경세의 학문)을 신봉함으로써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훈구파와 ‘허
학(虛學)’ 즉 수기의 학문(윤리 도덕)을 신봉하여 정치 개혁을 추구하려는 신진 사림파가 심각한 갈등 속에서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사림파의 시초는 여말선초 혁명기에 고려 왕조에 충절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한 정몽주 등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성종 때, 정몽주→길재→김숙자의 학통(적통)을 이은 김종직은 도학 문장으로 당 의 유종(儒宗)이 되

어,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남 일 에서 일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그가 사림파의 시조로 불리는 이유

이다. 사림파는 절의와 명분을 특히 중시하여 세조의 왕위 찬탈(1455)을 불의(不義)로 간주했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립은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弔義帝文)’(1457)을 둘러싸고 단숨에 유혈 참사로 이어졌

다. 연산군 4년(1498)에 일어난 무오사화가 그것이다. 훈구파는 김종직의 문하생 김일손이 스승이 쓴 ‘조의제

문’을 성종실록에 넣으려 한 점을 문제 삼아, 사초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김일손을 능지처참하고 김종직을 부관참시했으며, 김굉필⋅정여창 등 40여명을 참형이나 유배형에 처했다. 

이로 인해 사림파 세력은 거의 명맥이 끊어졌다고 전해진다.

연산군 10년(1504)에 일어난 갑자사화로 김굉필 등 수십 명이 극형에 처해졌고 정여창 등이 부관참시를 당

했다. 중종 때는 조광조를 사사(賜死)한 기묘사화(1519)가 일어났다. 명종 때는 을미사화(1545)와 정미사화

(1547)가 일어나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다.

(2) 성리학의 융성과 실학의 경시

수차례에 걸친 사화로 인해 사림파는 크나큰 타격을 받았지만, 향촌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

다. 선조 때는 사림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어 훈구 세력과의 립은 종식되었다.

사림파는 학문 연구를 중시하고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조선 주자학은 크게 발전했지만 유혈 

사태를 부른 사화는 주자학의 학문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학문의 성격이 사화를 피하기 위해 

사변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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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파 주자학은 수기의 학문, 즉 절의와 명분을 중시하고 예학과 보학(譜學, 족보를 다루는 학문)을 발달시

켰다. 양반의 신분적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서 차별을 강조했다. 또 주자가 정한 규범을 따르고 정주학(程
朱學)을 유일한 정통으로 규정하여 정주학 이외의 학문이나 사상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양명학을 이

단이라 배척하고, 실용 학문(잡학)을 ‘완물상지(玩物喪志)’라며 경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3) 왜란과 호란

산학의 발전을 저해한 요인으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기피하고 직접적인 실용 학문을 경시하는 지나치

게 내향적인 시  풍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잦은 외환 또한 산학의 황폐화를 가속화시켰다.

선조 25년(1592)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전쟁 기간은 휴전 기간을 포함해 

장장 7년(1592~1598)에 달했다. 히데요시가 이끄는 군 는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조선에서 철수했다. 임진왜

란이다. 인조 때는 후금(청) 군 가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범했다. 인조는 항복을 위해 삼전도로 건너가 

명나라의 칙인(勅印)을 청 태종에게 바쳤다.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

왜란과 호란으로 조선은 역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입었다. 국토는 황폐해지고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경지 

면적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등 식량 문제가 심각해졌다. 기술자를 포함한 5~6만 명이 포로로 일본에 

연행되어 산업이 정체되었다. 토지 장과 호적이 산실되어 국가 재정 또한 곤궁해졌다.

왜란과 호란을 전후한 시기에 신분제가 동요하여 조선 사회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근

본적인 변화는 중세 사회에서 근세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선 후기의 수학과 그 사상

1) 동산의 성립과 천원술(天元術)

조선 후기(17세기 중엽~18세기 말경), 근세 사회는 자국의 수학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동국산학’, 줄여서 ‘동산’이라 부른다.

(1) 산학 융성의 사상적 배경

조선 사상사에서 16세기 중엽부터 왜란⋅호란을 거친 시기는, 중세적인 주자학의 독존에서 주자학과 실학

(비(非)주자학)이 공존하는 근세적인 시기로 바뀌는 사상사적 일  전환기에 해당한다.

조선 후기에 들어 민족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산학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다. 조선 산학이 이룩한 미증유의 

발전은 크게 보아 급격한 사회 변동에 기반한 거 한 사상 전환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배척하면서도 공존하는 (α) 주자학의 체제 재편의 지향과, (β)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학의 관점이 결합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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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산학의 정비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해야 한다.

<1> 당쟁의 격화와 주자학의 교조화

사회 변동에 기인하는 심각한 사회 위기에 처하는 정치사상적 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

는 전통적 가치를 긍정하고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통치 원리의 재편 및 강화이다. 다른 하나는 

이성에 절 적인 신뢰를 두는 혁신주의적인 통치 원리의 변혁이다. 조선 후기의 경우, 전자는 주자학을 교조

화시켰으며, 후자는 실학을 제창함으로써 주자학을 상 화했다.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는 크게 변질되었다. 양  붕당(서인 vs 남인, 남인 vs 노론, 노론 vs 소론, 시파 

vs 벽파 등)간의 당쟁은 격화되었고, 정권 교체(환국)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집권당은 권력을 쥐자마자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립당의 구성원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전 정권의 지도자를 가차없이 처형했다. 피로 피를 

씻는 일당 전제(독재) 정치 다.

그러나 강압적인 전제 정권의 잦은 교체는 오히려 왕권을 뒤흔들고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조와 정조

가 각 붕당을 공평하게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한 것은 불안한 정국을 해소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조선조 양  붕당 제도의 경우에는 집권당과 반 당 모두가 정주학의 규범을 신봉했고, 정책이나 

사상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주요 쟁점은 예론(禮論)이었으며, 명분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집권당

은 사소한 차이점을 근거로 삼아 반 당 구성원을 ‘사문난적’으로 규정짓고 주자에 한 배신자로 몰아 즉시 

주살했다. 이는 주자학의 교조화⋅경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 실학의 발달

한편 조선 실학이란, (1) 조선 주자학의 흐름을 이어받아 이를 사상적 기초로 삼으면서, (2) 조선 후기 새롭

게 전래된 서학(서양 과학과 천주교) 및 청학(청조 고증학과 과학기술)의 향 아래, (3) 현실에서 유리된 주자

학의 각종 이론을 비판하고, 현실 사회와 결합된 학문을 지향하는 일련의 사상 운동을 말한다. 

실학은 크게 성호학파와 북학파로 나뉘어 발전했다. 성호학파란 이익을 시조로 하는 학파를 가리킨다. 정약

용이 가장 유명하다. 이익의 학문적 근간은 성리학이다. 학통은 이황→정구→허목으로 이어지는 기호 남인 

계열에 속한다.

조선의 서학 연구는 이익의 학술 연구와 적극적인 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익이 다룬 서학서는 20종으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한 천주실의(天主實義), 주제군징(主制群徵), 과학서

로 천문략(天問略), 기하원본(幾何原本) 등이 있다. 상당한 양의 한역 서학서를 읽었으며, 그 의미를 이해

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익의 서학 연구는 질적으로도 뛰어났으며, 유럽에서 시작된 새로운 지식을 소

개하면서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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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농본주의자로, 토지 겸병과 부의 편재를 막고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사회 번 의 첫째 요건

이라면서 ‘한전론(限田論)’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업의 부진과 사회 모순의 원인으로 신분제⋅과거제

⋅양반문벌의 존재 등을 꼽았다. 해결책으로서는 상공업 억제⋅화폐 사용 축소⋅관제 및 세제 개혁⋅노비 소

유 제한⋅과거와 천거의 병용⋅사농(士農) 합일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 중화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

나 단군정통시발설(壇君正統始發說)⋅삼한(三韓)정통론 등 조선의 독자적인 역사관을 제시한 것도 평가할 만 

하다.

한편 북학파란 홍 용을 시조로 하는 학파를 가리킨다. 학파 명칭은 홍 용 등이 북방, 즉 중국(청)을 배워

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한다. 북학파로는 박지원⋅박제가⋅김정희 등이 유명하다. 홍 용에 해서는 뒤

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실학자들은 성호학파, 북학파 모두 서학을 연구했으며, 산학을 포함한 과학 지식에 지 한 관심을 보 다.

(2) 동산의 탄생

<1> 산학계몽의 복간

조선 후기 산학은 산과 취재 때 사용하는 기본서인 산학계몽의 복간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김시진은 현종 원년(1660), 산학계몽을 판각한 중간본(重刊本)을 내놓았다. 김시진이 산학계몽을 판각

한 것은 이 책을 널리 인쇄하여 발행하지 않으면 “그 전하는 바가 후세에 끊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중간산학계몽서(重刊算學啓蒙序), 1660).

<2> 새로운 수학서의 편찬

조선 시  수학자들은 자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산학계몽 등의 복간을 추진함과 동시에, 참신한 아이디어

를 시도하면서 독특한 기풍이 넘치는 수학서를 편집했다. 경선징의 묵사집산법(默思集算法), 조태구의 주
서관견(籌書管見) 등이 그 예이다. 

경선징(1616~?)이 간행한 묵사집산법은 기본적으로 산학계몽의 구성과 분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도, 전통 산학의 구조를 밝히고 조선 수학을 재구축하려고 한 시도 다. 특징은 조선 시  주산(籌算) 3서 즉 

산학계몽, 양휘산법, 상명산법 중 계산 기법상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고,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을 잘라

냈다는 점에 있다. 한편 조태구(1660~1723) 편저의 주서관견은 구장산술의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도, 실용적 가치가 높은 승제제법(乘除諸法) 및 전통 제문(諸問)을 ‘조술(粗述, 약술)’한 초심자용 주산 교본이

다. 주석 형식이 아닌 ‘혹문(或問, 문답체 형식)’ 형식을 취해 포산(布算, 산목의 배열법)의 이유 및 알고리즘 

수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이전의 산학서에 없는 참신한 면이다. 

조선 왕조에서는 17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에 뛰어난 수학서가 탄생했다. 그 시기를 조선조 수학의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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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조선 수학서-경선징의 묵사집산법, 조태구의 주서관견, 그리고 박율의 산
학원본, 홍정하의 동산초(東算抄), 구일집(九一集), 최석정의 구수략(九數略), 홍 용의 주해수용(籌
解需用) 등은 모두 주산서(籌算書)이다. 같은 시기 중국의 주산서(珠算書)와는 연산법이 달라 수학서로서 성

격이 같지 않다. 중국의 주산(珠算) vs 조선의 주산(籌算)인 셈이다.

조선 후기 산학자들은 제각기 독자적인 구상을 갖고 동아시아 전통 수학을 정리했다. 그 이론 구조를 구명

하면서 초심자들이 학습하기 편리한 산학 교본의 편찬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조선 수학을 현창하고 그 존재

를 천하에 널리 알렸다. 조선조 17세기 중엽 이후의 수학을 가리켜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3) 홍정하의 구일집과 동산의 확립

<1> 주산과 천원술

중국 명나라 때 주산(珠算)이 유행한 결과, 천원술(天元術) 등을 포함한 주산(籌算)의 위 한 성과는 그 가

치를 상실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조선의 수학은 중국과 달리 천원술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했으며, 상용(商
用)에만 중점을 두는 실용주의 주산(珠算) 쪽으로 안이하게 휩쓸리지 않고 중국 수학의 위 한 성과를 잘 계승

ㆍ발전시켰다. 산학계몽의 교정본을 낸 임준, 산학원본을 저술한 박율 등이 그 예이다.

<2> 홍정하와 천원술

하지만 동산이 주산(籌算)의 비전(秘傳)인 천원술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홍정

하(1684~?)의 구일집이 최초라고 봐야 한다. 구일집은 천원술 이용 빈도가 매우 높아, 개방제(開方題)의 

약 20%, 전체 문제의 약 6~7%가 천원술을 이용한 고차 방정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홍정하가 천원술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홍정하는 숙종 39년(1713)에 유수

석과 함께, 조선을 방문 중인 청의 흠천감오관사력(欽天監五官司曆) 하국주를 만나 수학에 관해 논산(論算)을 

실시하게 된다. 이 때 당시 중국에서 주산이 쇠퇴했고 천원술 또한 완전히 잊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천원술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논산 이후의 일이었다. 

주산과 천원술은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에는 이미 중국 산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수 세 에 걸친 

조선조 수학자들의 진지한 학습과 계승의 결과, 조선 수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로까지 승화된 것이다. 

명제화시켜 말하자면 홍정하의 구일집은 동산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임에 틀림없다.

홍정하는 자신이 포산을 할 때 사력(司曆)인 하국주가 그의 산주(算籌)를 보고 괴이해하며 “중국에는 이러한 

산자(算子, 산주의 다른 이름)는 없다. 중국에 선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없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수학자는 산주로 빠른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던 것 같다. 조선의 수학자는 반 로, 

중국의 수학자가 산주가 뭔지 모르고, 주산(籌算)이 완전히 과거의 산물이 되어 버린 것을 알고 똑같이 놀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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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 산학의 유입과 최석정⋅홍대용

서구 학술의 동아시아로의 유입은, 16세기 후반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중국 전도로 시작되었다.

조선조 지식인은 서구 학술의 수용에 해 배척론자를 제외하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서구의 신

지식을 동아시아의 지적(知的) 프레임에 끼워 맞춤으로써 유학 세계의 확 를 꾀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하나

는 서구의 신지식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적 세계를 수정 개편하고 종래의 유학을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최석정이 전자를 표하고 홍 용이 후자를 표한다.

(1) 최석정의 구수략
<1> 사상산법(四象算法)

최석정(1646~1715)의 초명은 석만(錫萬), 자는 여화(汝和), 호는 명곡(明谷) 또는 존와(存窩), 본관은 전주

이다. 숙종 때의 표적인 정치가 겸 저명한 경학자이다.

주산서로서 구수략의 최  특징은 독자적인 술수학(術數學)적 원리에 기초해 상명산법, 양휘산법, 
산학계몽, 산법통종, 묵사집산법, 동문산지 등에 보이는 전통 산법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점에 있다. 

독자적인 원리란 ‘사상(四象)’을 말한다. 최석정은 동아시아 전통 산술 전체를, 사상을 암시하는 동일한 형식

으로 정리했다. 사상에서 유래한 동일한 산도(算圖)를 그렸으며, 일(日)ㆍ월(月)ㆍ성(星)ㆍ신(辰)의 4항으로 

나누는 표기법으로 알고리즘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비례인 ‘준승술(準乘術)’은 정비례인  의 관계에서 신(辰)

의 미지수를 신4율=월2율×성3율÷일1율로 계산한다. 또 반비례인 ‘준
제술(準除術)’은 신4율=일1율×월2율÷성3율로 신의 미지수를 산출한

다. 하지만 정비례ㆍ반비례 문제의 경우에만 일월성신 4항으로 연산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기지수(이미 알고 있는 수)와 미지수의 총 수의 

값이 4보다 적은 가감승제 연산의 경우에도, 계산하는 데 필요가 없는 

일1율 을 만들어서 4항으로 늘리고, 각 수의 관계를 해명한다. 또 기지

수와 미지수의 총 수의 값이 4보다 큰 비례분배제 및 급수의 구화제(求
和題)⋅과부족산⋅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 등에도, 각 항에 복수의 수를 

배당해서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고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구수략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사상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이란 본래 역학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구수략의 내용 자체는 전

통적인 실용 산술(구장제법) 수준을 벗어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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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중국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산학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또 산주를 이용한 계산 기술과 실용 

수학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재구축했다. 최석정은 사상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는 1에서 시작한다. 1은 태극이다. 1은 2를 낳는다. 양의(兩儀)이다. 2는 

4를 낳는다. 사상(四象)이다. ……사상은 각각 네 개 수를 갖추고 있다. ……천

지간에 사상만 있을 뿐이다. 수의 이치가 지극히 심오하여 찾기 어렵다고는 

하나 어찌 이를 벗어나겠는가. (統論四象篇)

사상이란 역(易)의 음양 전개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형식을 말한다. 이른바 

‘양의 양’에 해당하는 ‘태양(일)’, ‘음의 음’인 ‘태음(월)’, ‘음의 양’인 ‘소양

(성)’, ‘양의 음’인 ‘소음(신)’이 그것이다. 최석정은 이 사상을 몇 번이나 이용

하면서 모든 전통 산술을 정리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산술을 배당했다.

구수략은 사상산법 즉 일월성신의 4항(사상)으로 분류하는 표기법으로 알고리즘을 설명한 것이다. 사실 

사상산법은 동문산지(同文算指)를 매개로 서양의 3수법(rule of three)의 향을 받은 것이다. 많은 계산 

문제는 동문산지에서 인용한 것이고, 산도와 산식 또한 매우 비슷하다. 

<2> 사상산법과 유럽

유럽에서 발생한 근  과학은 바다를 넘어 동아시아에 이르러 실로 지 한 문화적 향을 끼쳤다. 동아시아 

지역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과학이나 사상은, 자기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인 반응은 어디나 양면적인 측면이 있

었다. 서양 과학에 한 존경과 반감이 뒤섞인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과 거절이라는 상반된 경향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구수략이 지니는 이런 양의성은 서양의 신지식을 동아시아의 지적 프레임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유학 세

계의 확 를 꾀한 점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학적 성격을 띤 수학서가 

탄생한 것은 최석정이 동아시아의 학문인 경학의 소양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

이다.

(2) 홍 용의 가치상 주의

홍 용의 과학 지식은 수리과학서인 주해수용과 실학사상서인 의산문답(毉山問答)에 보인다. 이 두 책

을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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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 용의 기본 사상

홍 용의 과학 지식은 유럽에서 전래된 삼각법을 해석하고 수리천문학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등, 당시 

양반 지식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수학 사상을 내포한 그의 

과학 사상이다.

유학 혁신파로 칭할 만한 홍 용의 기본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만 남은 조선 주자학을 비판하고 조선의 현실에 입각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실학)의 필요

성을 주장했다.

둘째, 중국 청조의 선린 외개방정책을 지지하고 청조의 선진적인 문물과 학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천시물(以天視物)’ 즉 하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본다는 가치상 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2> 실학

첫 번째로 제시한 ‘실학’관의 경우, 홍 용은 노론을 표하는 사상가인 김원행의 사상적 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 높다. 담헌서(湛軒書) 내집 4권의 ｢제미호김선생문(祭渼湖金先生文)｣에 따르면 홍 용은 김원행에

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학문 연구의 요체는 ‘실심(實心)’에 있고 행동의 지침은 ‘실사(實事)’에 있다. ‘실심’을 가지고 ‘실사’를 이루

면 과오는 적고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또 홍 용의 실학이 주자학을 부정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자학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는 점 또한 명확하다.(답주랑재문조서(答朱朗齋文藻書))

<3> 북학

두 번째로 제시한 ‘북학’ 즉 청조의 선진적인 문물과 학술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청 문화 중시의 주장

은, 홍 용 자신이 연행(燕行)을 통해 몸소 실천한 것이기도 하다. 홍 용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어(북경

어) 회화를 배웠으며, 주자학(명분론)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변발을 한 한인(漢人) 지식인들과도 

진심으로 교류했다. 

홍 용이 추구한 이민족에 한 유화 정책은 결국, 중국 청조의 선린 외개방정책에 호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조선조 노론의 주자학(화이론)에 기반을 둔 비현실적인 청조 적시정책(북벌론)에 한 비판, 나아가

서는 송시열이 제창한 고루한 자존정책의 실패를 의미했다. 귀국 후 노론 주류파인 북벌론자들(김종후 등)이 

홍 용이 청나라 사람들과 교류한 것을 두고, 주자학을 저버리는 가치상 주의적인 행동이라며 비난한 것도, 

당시 양국의 외교 상황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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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천시물

세 번째로 제시한 가치상 주의적인 관점은 주로 의산문답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홍 용

은 자신의 기본적인 관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의

산문답)

사람의 눈으로 물(物, 금수초목)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고 물은 존귀하지 않지만, 물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물이 존귀하고 사람은 존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사람과 물에 귀천이 없으며 완전히 

같다.

이 ‘인물균론(人物均論)’의 근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관점에서 물을 본다(이천시물)’는 시각이다. 이 

인물균론은 그 자신이 속한 노론 낙론(洛論)이 주장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과 기본 주장을 같이 한다는 점

에서, 자각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그 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홍 용은 ‘하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인간과 금수초목의 본질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

한 가치상 주의적인 관점을 인간 사회의 이론들에 응용하기도 한다. ‘하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어찌 안팎

의 구별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표적인 이론이 바로 화이론적인 사고로부터의 해방, 이민

족 경시에 한 비판이다. ‘역외(域外)춘추설’이라고도 한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주 왕실은 힘이 쇠퇴해지고 제후들도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

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도적이 끊이지 않았다. 춘추는 주나라 책이니 안팎의 구분을 엄격하게 한 것은 오히

려 당연할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공자가 해외로 진출하여 구이(九夷)에 살면서 하(夏)의 문화로 오랑

캐를 변화시키고 주나라 밖에서 주나라의 도를 일으켰다면, 안팎의 구분과 높이고 내치는(尊攘) 뜻에 해서

는 반드시 주나라 밖의 춘추를 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성인인 까닭이다.

홍 용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능력에 기초하며 신분제가 없는 만민개로(萬民皆勞) 사회를 꿈꾸기도 했다.

(임하경론(林下經論))

<5> 가치상 주의의 이론적 근거

의산문답에서 말하는 가치상 주의는 결코 소극적이거나 취약하지 않다. 실학을 제창하는 강력한 사상성

과, 허학을 전면 부정하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홍 용의 가치상 주의를 이론적으로 지탱했던 것은 동아시아에 

새롭게 전파된 수리 과학 지식이다.

 의산문답에 따르면 인간사회의 당위성, 가치상 주의를 성립시키는 이론적 근거는 유럽에서 기원한 과

학 지식, 즉 (a) 지원설(地圓說)과 (b) 티코 브라헤(Tycho Brahe)의 우주체계에 있다. 왜냐하면 “사람과 물이 

생긴 것은 천지에 근본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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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용은 지구는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중국은 서양과 경도 차이가 180도에 이른다. 그 때문에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正界)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

리(倒界)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지역에 따라서 모두 그러하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또 티코 브라헤의 우주체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지구를 우주의 중심(空界之正中)으로 보아서

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나름 로 세계 아닌 것이 없다. 다른 성계(星界)에서 보면 지구(地界) 또한 

하나의 별일 뿐이다. 무수한 세계가 우주(空界)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정확하게 우주의 정중앙에 

있다(空界之正中)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다.

홍 용은 서양의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천지의 상 성을 밝힌 다음, ‘인물지본(人物之本)’, ‘고금지변(古今
之變)’, ‘화이지변(華夷之分)’ 에 해 설명하기에 이른다.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사람은 중화를 귀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화이론적 질서를 따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질 것이다.

3) 순(純)성리학적 수학서의 출현

조선 시  18세기 중⋅후반기에는 서학의 발전과 더불어 전통 이념을 심화시킨 순성리학적 학문이 꽃을 피

웠다. 수학 연구에서는 황윤석이 ‘이수(理數)’를 강조했으며, 배상열이 ‘서수(書數)’를 강조했다는 점이 그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1) 황윤석과 이수

<1> 이수신편(理藪新編)

황윤석(1729~1791)은 자를 수(永叟)라 하고, 호를 이재(頤齋)⋅서명산인(西溟散人)⋅운포주인(雲浦主人)

⋅월송외사(越松外史) 등이라 했다.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황윤석의 학문상의 표작이라 하면 저자 스스로가 ‘평생 동안 공을 들 다(이수신편자서)’고 평가한 이수

신편이 그것일 것이다. 이수신편은 총 23권으로 되어 있다. 서명이나 권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수(理數)’
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방 한 편찬물이다. 총 23권 중 권8인 한서(漢書), 권20인 운학(韻學), 권21~23인 

산학을 제외한 18권은 성리 전(性理大全)의 증보판이다. 반 로 말하면 성리 전 총 70권 중에 가례(家
禮)⋅귀신(鬼神)⋅도통(道統)⋅제유(諸儒)⋅제자(諸子)⋅역 (歷代)를 제외한 52권은 절록(節錄)이기는 하지

만, 체로 이수신편에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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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 전 이수신편

권1 태극도 권1 태극도

권2~3 통서 권2~6 이기

권4 서명 권7 주역망령⋅악설

권5~6 정몽 권8 한서

권7~13 황극경세서 권9 성리

권14~17 역학계몽 권10 통서

권18~21 가례 권11 서명⋅정몽

권22~23 율려신서 권12~13 황극경세서

권24~25 홍범황극내편 권14 홍범황극내편

권26~27 이기 권15 역학계몽

권28 귀신 권16 군도

권29~37 성리 권17 치도

권38 도통 권18 학

권39~42 제유 권19 고찬⋅고명

권43~56 학 권20 운학본원

권57~58 제자 권21~22 산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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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59~64 역 권23 산학본원

권65 군도

권66~69 치도

권70 시⋅문

이수신편 권8 한서의 구성을 보면, 율력지(律曆志)에 실린 유흠(劉欽)의 삼통력(三統曆)에 관해 설명한 

다음, 천문지나 오행지에 나오는 별점 관련 글을 인용하고 있다. 권20 운학에서는, 등운(等韻)을 설명하는 이

세택(李世澤)의 ｢운법횡도(韻法橫圖)｣와 매응조(梅膺祚)의 ｢운법직도(韻法直圖)｣를 그리고, 훈민정음의 음

운 구조를 설명한 뒤 잡록(雜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권21~23의 산학은 권21과 권22가 ｢산학입문｣이며 전

통 산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권23은 박율의 산학원본에 의거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산학본

원(算學本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2> 성리학과 술수학을 함께 논하다

황윤석은 태극도설, 역학계몽, 황극경세서, 홍범황극내편 등의 성리학서가 술수학(수리학)서와 같

은 학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황윤석 자신이 성리학(권1~7, 9~19)과 술수학(권

8, 20~23)에 해 가치의 상하를 정하지 않고 함께 논하면서 이수신편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추정이 가능

하다. 뿐만이 아니라 황윤석이 ｢이수신편자서｣에서 이수신편에 해 “평생 동안 공들인 책”이라고 하면서, 성

리학의 ‘태극이기설’을 ‘천지의 모든 이치를 총괄하는 것’이라 하는 한편, 성리학의 ‘홍범경세의 학문’을 ‘하도

낙서(河圖洛書)의 정수를 한데 모은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2) 배상열과 서수

<1> 서계쇄록(書計瑣錄)

배상열(1759~1789)은 자를 군필(君弼), 호를 괴담(槐潭)이라 했다. 흥해(興海) 사람으로 전형적인 몰락 양

반이었다.

서계쇄록은 조선어학과 수학에 관한 초심자용 교과서이다. 상편이 초등 국어 교과서, 하편이 초등 수학 

교과서로 되어 있다.

서계쇄록 상편은 전체적으로 조선 시 에 사용된 중국어ㆍ조선어 자전(字典)인 삼운성휘(三韻聲彙)(옥
편 포함)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조선국어학(字學) 개론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초심자 및 중급자들에

게 국어학의 기초를 가르치는 국어 교과서로서, 많은 역에 걸쳐 필수불가결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운학 이론의 전모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논의에서 끝나고 있는 부분도 

많아, 음운학 개론서로서는 불충분하다. 또 논의된 내용 중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부분도 있어, 교사의 지도 

없이 초심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초등 교과서로서는 좀 애매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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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쇄록 하편은 동아시아 수학 정신과 전통 알고리즘을 설명한 초심자용 산학서이다. 초심자 및 중급자

를 교육하는 데 집필 목적이 있으며, 사회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산수 문제를 다방면에서 뽑아 충실하게 처리하고 있어,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이루어진 전문서와는 자연

히 구분된다. 하지만 배상열의 초등 산학서는 장현광 등의 학설에 따라 역(易)이 수학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술수적이어서 수학 자체의 위상에 있어서 진보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산학서는 설령 초등 

수학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 구성은 반드시 수(현 적인 의미에서의 수학 내지는 理數)의 논리에 자연스럽게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계쇄록 하편은 최석정의 구수략을 개변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구수략 만
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수의 철학적 이치를 분석하는 데 치우친 부분도 있어, 다소 사변적이고, 지나치게 동아

시아적이며, 전체적인 구성에 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2> 주자학적 초등 교과서

배상열의 서계쇄록은 주자학적 색채가 지극히 농후한 소학(국어⋅수학) 교과서이다.

우선 서계쇄록 자서를 보면, 자서의 첫머리 부분은 짧으면서도 주자학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을 천명한 

문장으로서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예기(禮記)에서 말하기를, “10세가 되면 서(書)와 계(計)를 배운다”고 했다. 서란 육서를 말하며, 계라는 

것은 구수(九數)를 의미한다. 서는 심획(心劃, 마음의 외부 표현)을 보고, 수는 사물의 변화를 궁구한다.

서계쇄록자서는 예기 ｢내칙｣편에 보이는 ‘서계’를 육예 중 육서⋅구수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자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호(陳澔)가 쓴 예기집설(禮記集說)에서 ‘서는 육서를 말하고, 계는 구수를 말

한다’라고 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또 “서는 심획(마음의 외부 표현)을 보고, 수는 사물의 변화를 궁구한다”고 한 것 배상열의 도학육도(道學
六圖) 제육위학용력지도(第六爲學用力之圖)에도 비슷한 문장이 보이는데, ‘書字之體，可見心劃’, ‘籌數之
法，可盡物變(글씨를 쓰는 것은 심획을 보는 것이다. 주수의 법은 사물의 변화를 궁구하는 것이다)’이라고 쓰

여 있다. 도학육도는 배상열 자신이 생각하는 성리학의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주자학을 현창하

는 저작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주자학에 바탕을 둔 자신의 집필 의도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할 것이

다.

또 상편인 국어와 하편인 수학을 함께 묶어 낸다는 서계쇄록의 유례 없는 소학 교과서로서의 구성 또한 

지극히 주자학적이다. 주희는 의례경전통해(儀禮經傳通解) 서수(書數)편을 펴내려 하다가 실패했다. 그 서

수편의 구성은 한 편 안에 육서와 구수를 함께 논하는 형식을 채용하고 있다. 기획했던 바가 실현되었더라면 

책의 만듦새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구성 자체는 배상열의 소학(국어⋅수학) 교과서와 비슷했을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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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배상열의 소학서를 특징짓는 부분은, 역학과 황극경세학을 중시하는 자세인데 이 또한 주자학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처럼 사변적이고 술수학적인 경향은 장현광의 역학도설(易學圖說)에 바탕을 둔 상편의 육서총

괄과 하편의 구수총괄에 잘 나타나 있다. 주자학 연구자들 중에는 주희 철학이 갖는 엄격한 사변성에만 주목

하면서, 주희에 이르러서 술수학이 그 향력을 급속도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오해이다. 오히려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황극경세학을 자신의 학문 역 안에 자리매김하고, 술수학

을 높이 평가하고 나서부터 술수학(상수학)은 더욱 강력한 사회적 향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주자학이 

술수학을 배제하지 않고 필수 학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후 의 동아시아 지역에 긍정⋅부정의 향을 동시에 

끼치게 된다. 배상열의 소학 교과서인 서계쇄록 또한 이러한 주자학적 술수학에서 깊은 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조선 말기의 수학과 그 사상

1) 정조 때의 수학과 서산(西算)의 신장

조선 말기(18세기 말~20세기 초)에는 동산의 최후를 장식하는 개성적인 수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서명응⋅
서호수⋅서유구⋅홍길주 및 남병철⋅남상길⋅이상혁⋅조희순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활약한 시기를 조선 수

학의 제3의 전성기라 해도 좋을 것이다.

조선 말기의 수학은, 기본 형식은 주산(略號代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소수파이

긴 하지만 필산(筆算, 서산)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학 사상에서도 송학과 청학의 향

을 함께 볼 수 있으며, 과도기적인 양상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1) 산학 융성의 사상적 배경

정조는 조부 조의 뜻을 계승하여 당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 붕당을 공평하게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했

다. 즉 노론⋅소론⋅남인의 청류 세력을 등용해 문치주의를 통한 왕권의 확립을 지향했다.

정조는 왕립 아카데미인 규장각을 설치하고, 주자학을 정학으로 삼으면서 널리 학문을 장려했다. 당시 서명

응⋅홍양호⋅홍 용⋅박지원⋅이덕무⋅유득공⋅박제가⋅성해응⋅신작⋅정약용 등 이름난 실학자들이 거 

배출된 것은 그 때문이다.

실학과 서학에 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서교(서양 종교)에 한 관심이 커졌고 신자들이 출현했다. 예수회 

선교의 기본 방침은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지식인들을 농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 ‘서학

은 곧 서교’라고 선전하면서 서학과 서교를 서로 관계 없는 것으로 분리시키지 않았다. 조선 지식인들에게 



334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특별강연Ⅳ

과학적 향과 종교적 향을 함께 끼친 저작물로는 이편(理編)과 기편(器編)을 한데 묶은 천학초함(天學初
函)을 들 수 있다.

정조 8년(1784), 이승훈은 북경에서 예수회 소속인 프랑스인 그라몽(Jean-Joseph de Grammont，
1736~1812)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조선 최초의 신자인 것이다. 그 뒤 서교 신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미 교조화한 주자학과 잦은 충돌을 빚었다.

2) 서명응⋅서호수와 홍길주의 응용 수학

(1) 서명응의 책산(策算)⋅필산(筆算)과 서호수의 차근방비례(借根方比例)

소론 명문 출신인 서명응⋅서호수⋅서유구 삼부자는 농학과 더불어 산학에 한 기여도 컸다. 서명응은 고
사신서(攷事新書) 권8 문예문(文藝門)의 산수요략(算數要略) 및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 권7 문예의 수예

(數藝), 서호수는 수리정온보해(數理精蘊補解), 서유구는 임원십육지(林園十六志) 권94 산법⋅구수개략

(九數槪略)을 저술해 동산을 새로운 경지로 이끌었다.

서명응의 고사신서 15권(1771 간행) 중 권8 문예문의 산수요략은 사람들(달관(達官, 고관)⋅ 인부터 궁

유(窮儒, 궁핍한 유생)⋅농민⋅선비(逸士)에 이르기까지)이 알아야 할 수학의 ‘요체’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1) 인도에서 발생한 격자산(鋪地錦)과 (2) 존 네이피어(John Napier，1550~1617)가 발명한 ‘책산(策
算)’의 개량법인 주산매법(籌算梅法)에 한 설명이 부분을 차지한다. 책산의 보급을 지향한 저술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서명응은 고사신서를 개정한 고사십이집 권7 문예의 수예에서는 유럽에서 발생한 ‘필산’ 기법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선 최초로 필산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예는 서명응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서호수의 수리정온보해 1권(1787 서)은 수리정온의 기본 산법에 한 해설서이다. 각 부에서 중요한 

산법을 골라 이에 한 ‘보해(補解)’를 달아 놓았다. 서호수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보해의 분량으로 

보아 말부(末部)의 차근방비례와 비례규(比例規)를 해명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수리정온은 하편 끝부분인 권31~권36에서 ‘차근방비례’를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차근방비례란 서양 

수학에 뿌리를 둔 것으로, 근수(根數, 미지수)와 방수(方數, 근수의 누승(거듭 제곱))를 빌려 실수를 구하는 

필산 방법을 말한다. 기호법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기호 수학의 기본 방법과 같다. 동아시아에서 

예전부터 전해오던 천원술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동산에서 차근방비례=천원술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인

식되는 것은 서호수가 아니라 그 다음 세  때의 일이다.

(2) 홍길주의 수학

홍길주(1786~1841), 자는 헌중(憲仲), 호는 항해(沆瀣)라 한다. 본관은 풍산이다. 생가인 풍산 홍씨는 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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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문으로 유명하다. 모친은 서호수와 항렬이 같은 서형수(1725~1779)의 딸이다. 모친을 매개로 구 서씨

의 가학(家學)이 홍길주 등에게 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길주의 표적인 수학서로는 기하신설(幾何新說)과 호각연례(弧角演例)가 있다. 기하신설은 문제

집 형식의 주산서이며, 호각연례는 역상고성(曆象考成)을 원전으로 하면서 호삼각법(구면삼각법)의 공식 

부족을 보완한 책이다. 홍길주의 수학은 기하신설 중 개방몽구(開方蒙求)에 보이는 개방첩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매우 응용수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개방첩법은 ‘타적술(垜積術)’ 즉 급수(級數)의 구화법(求和
法)을 훌륭하게 응용한 것이다. 평방적⋅입방적⋅삼승방적⋅사승방적에 해 개방형 알고리즘을 말하고 있

다. 

개평방첩법(開平方捷法)은 평방적 441( )에 해 (1) 평방적을 일단 반으로 나누고, (2) 이를 계속해서 1부터 

숫자를 높여 빼간다. (3) 이 과정에서 ‘남은 수가 빼야 할 숫자보다 적으면’ 남은 수를 2배 하여 제곱근（ ）을 

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의미한다. 독창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3) 서명응 등과 홍길주의 응용 수학

학통이 같은 서명응⋅서호수⋅서유구의 수학과 홍길주의 수학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1) 서산(西算) 연

구가 확실하게 심화되었다는 점, (2) 수학의 응용을 중시하는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이들이 논한 수학의 내용을 열거하자면, 필산⋅책산(주산매법)을 비롯해 차근방비례⋅구면삼각법⋅복가정

법(複假定法) 등 매우 넓은 범위에 이르고 있다. 모두 동아시아 수학에는 속하지 않으며, 유럽에서 생겨난 것

이다. 한역 서양 수학서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 수준 또한 초기 실학자들을 능가하고 있다. 조선 수학사

에서 서명응⋅서호수⋅서유구와 홍길주의 수학을 자리매김한다면, 동산이 선택한 발전의 궤적은 조선 말기의 

그들에 이르러 서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다소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명응 등과 홍길주의 산학 연구는 실용성에 역점을 둔 응용수학적인 성격이 강했다. 서명응⋅서유구는 계

몽서를 저술하여 응용이 용이한 필산이나 책산의 사회적인 보급을 꾀했다. 또 서호수는 서산서(西算書)에 보

해를 붙임으로써 천하를 구할 ‘실실유용(實實有用)의 수’를 추구했다.(수리정온보해서) 뿐만 아니라 홍길주의 

삼각법 연구가 ‘삼각형을 푸는’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개방법 연구가 간이성을 중시하는 ‘첩법(捷法)’을 제시

하는 것에서 끝나고, 1차방정식 연구가 응용이 자유로운 복가정법의 개량으로 이어진 것 또한 그러한 응용 

수학적인 성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연구 목적은 순수 수학적인 이론을 심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의 근저에 있는 것은 끊일 줄 모르는 응용에 한 지향이었다.

서명응 등과 홍길주의 산학 연구에는 ‘실학’의 정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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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산의 발전과 전통의 재평가

(1) 남병철ㆍ남상길ㆍ이상혁의 수학

남병철ㆍ남상길ㆍ이상혁은 난해한 서산을 잘 이해하여 조선 서산을 훌륭하게 발전시켰다. 반면에 동산의 

패러다임을 중시한 나머지 천원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수학서로는 이상혁(1810~?)의 차근방몽구(借根方蒙求)(1854 자서), 산술관견(算術管見)
(1855 서), 익산(翼算)(1868 서), 남상길(1820~1869)의 산학정의(算學正義)가 있다. 이상혁의 저서는 뛰어

난 수학적 수준을 자랑하는데, 그 수준은 어쩌면 동산 제일일 지도 모른다. 한편 남상길의 산학정의는 이상혁의 

｢이정편집(釐正編集)｣을 거쳐 완성되었다. 조선 말기를 표하는 두 명의 수학자가 산학 연구에서 도달한 지점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주산서이다. 내용 자체에 참신한 부분은 없지만, 조선 동산의 시스템을 잘 설명하고 있어 

가히 동산의 집 성이라 할 수 있다. 산학서의 집필 목적은 ‘선인들이 세운 법의 뜻을 밝히는 것’에 있다(자서). 

책의 구성은 상편이 주산의 기초 지식을 기록하면서 ‘오로지 입법을 논하고’ 있으며, ‘중⋅하편은 오로지 명리를 

논하면서’ 중편이 이승동제(異乘同除)⋅차분(差分)⋅ 육(盈朒)⋅방정(方程)을 다루고, 하편에서 산가(算家)의 

극치인 천원(天元)과 연(大衍)을 논하고 있다(提綱). 남상길의 자서는 산학에 해서 ‘ 학에서 말하는 격치(격

물치지)의 극공(極功)’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로 조선 동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천원술과 차근방비례

동산의 비법은 천원술에 있지만, 천원술은 청조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소중화주의를 신봉한 조선 후기 지식

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며 기뻐한 것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렇

지만 시 가 급변했다. 청조 강희제는 수리정온(數理精蘊)(1723 출판)을 엮어 서양에서 전래된 수학인 차

근방을 동아시아 지역에 소개했다. 또 매곡성(梅瑴成)은 ‘천원일즉차근방해(天元一卽借根方解)’를 써서 차근

방이 중국 송원 시 의 천원술 즉 동산과 기법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밝혔다. 18세기 후반~19세기의 동아시아 

수학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천원술은 차근방이 보급된 결과 서산의 한 기법으로 여겨지면서 널리 알려지

게 되었고, 동산이라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천원술에 근거를 둔 동산의 우월성은 그야말로 

사라져 버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산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 수학자들이 위기 상황임을 곧바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는 차근방비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 뒤 이상혁의 차근방몽구(1854)와 남상길의 무이해

(無異解)(1855) 등이 ‘오래 전에 성립된 천원술이 바로 지금의 차근방과 같다(古立天元一術，卽今之借根方法
也)’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천원술과 차근방비례의 차이에 해서는, 이상혁도 남상길도 만년에 자

신의 견해를 크게 바꾸었다. 양자의 알고리즘에는 다른 부분이 있으며, 천원술에서 사용하는 연산법이 차근방

비례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상혁의 익산(1868)과 남상길의 산학정의(1867) 등이 천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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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위성을 주장했다.

(3) 조희순의 산학습유(算學拾遺)

조희순은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과학자이다. 생몰 연 는 아직 모른다. 자는 덕일(德一)이라 하며 호는 학해

당(學海堂)이라 한다. 본관은 평양이다.

조희순의 산학습유 1책은 남상길이 간행했다고 알려져 있지만(남상길⋅산학습유서), 간본(刊本)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작이라 할 만한 전문서가 아니라, 제목 그 로 산학을 보충한 책이다. 서(序)⋅구고보

유(句股補遺)⋅정호약법(正弧約法)⋅사호지귀(斜弧指歸)⋅호삼각형용 수산(弧三角形用對數算)⋅팔선상당

(八線相當)⋅현시첩법(弦矢捷法)⋅사지산략(四之算略)의 여덟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저술된 내용은 수

준이 높아서 높이 평가할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런데 산학습유는 보편적인 수학 연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동산을 중시한다. 그러한 동산서

로서의 성격은 당시의 시 정신과 완벽하게 호응하고 있으며, 당시 수학 연구가 갖는 양면적인 성격을 잘 나

타내고 있다.

(4) 동산의 종언

조선조 최말기, 동국산학은 유익한 실용서나 정 한 수학사 연구를 다수 세상에 발표하지만, 수학 자체에 

한 연구는 오히려 그 목표를 잃고 발전 동력을 급속도로 상실했다. 학문으로서의 종언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남병철⋅남상길⋅이상혁⋅조희순의 뒤를 이을 인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그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동산의 종언은, 한역 서양 서적을 통해 서산이 동아시아 전역에 보급됨으로써 천원술=차근방비례라는 것을 

동아시아 일반 지식인 모두가 알게 되면서 천원술을 그 비법으로 삼는 동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의 시  풍조에 있는 것 같다

고 생각한다.

남상길 학파를 표로 하는 조선 말기 산학자들은 서산을 연구하면서 과거의 동산 연구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단계로 접어들었다. 반면 시  사조(思潮)의 급변에 맞추어 보수화되고 동산 패러다임을 

고집하면서 천원술⋅사원술(四元術)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산학계의 연구 자세의 보수화는 결

국 보편적인 서산 연구를 저해하고 말았다. 그 결과 조선 산학계는 서산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놓치고 말았다. 당시의 수학 사상과 그 연구의 전개 양상에 해서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이

다. 조선 말기의 학문 상황에서 보는 한, 수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서산을 흡수함으로써 동산의 혁신을 꾀하는 

것 이외에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조 최말기, 양반이 주도하는 특수한 사상 공간에서는 외 위기가 민족주의의 두를 초래했고,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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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유지 강화를 꾀하는 주자학이 재평가되었다. 그에 따라 동산이 서산보다 우수하다는 논리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현실과 유리된 산학 연구가 스스로의 종언을 초래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함의하는 바는 단순히 수학사의 역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넓게 정치적 

판단이 그 로 사상 학문을 규정하는 ‘정학 일체(政學一體, 정교 일치)’가 지배하는 양반 사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상, 동산 사상사를 개관해 보았다. 개관을 통해 동산의 전개 양상 하나하나에 당시 세 던 주자학이 

심 한 향을 끼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명제화시켜서 말하면, 주자학은 조선 사회 및 

학문의 그랜드 디자인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했다. 이 점은 수학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수학의 주자학화(朱子學化)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가 초래한 하나의 결과이자 

산물이다. 조선 수학은 원래 중국 수학으로부터 절 적인 향을 받으며 발전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서 말

기의 수학은 명ㆍ청의 수학과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하게 되었다. 동국산학, 줄여서 동산이 그것이다. 동산은 

순수 수학인 주산(籌算)으로, 고도의 천원술을 비전(秘傳)으로 삼고 있었다. 한편 명산(明算)은 실용 본위의 

주산(珠算)이며, 빠른 계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 자리수 계산(一位算)을 특징으로 했다.

동산과 명산, 즉 주산(籌算)과 주산(珠算)이 립한 것은, 사상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중시하는 원리가 

다르고 그것을 추진한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결국 주자학적인 보편주의⋅합리주의  양명학적 실용주

의⋅직관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거롭지만 치 한 것’ vs ‘알맹이가 없지만 편리한 것’이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립이라고 할 수도 있다. 주산(籌算) vs 주산(珠算)의 립 구도는, 명초 성리 전 계통

의 학문을 발전시킨 조선 주자학과, 성리 전 계통의 학문에 해 일고조차 않는 명나라 중⋅후기의 중국 심

학(心學) 사이에 존재하는 사상적 차이를 떠올린다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

면, 조선 수학은 유난히 주자학적이면서 반(反)양명학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자학화한 수학, 나아가서는 주자학을 근간에 둔 정학 일체 사상의 문제점ㆍ위험성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주자학은 사회와 학문에 미치는 향이 비교적 부드러울 때, 왕조 주도의 훌륭한 사회 사상으로서 

뛰어난 많은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성질이 강경해지고 사회적인 압박을 강화하게 되면, 역으

로 발전을 저해하고 부정적인 향을 주었다. 주자학은 사상의 일체화를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그 사상적 

향이 항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는 할 수 없다. 립 사상을 배제하고 일체화를 완성했을 때, 오히려 반  

지점에 있는 사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주자학이 갖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 해서도 소상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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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의 공부론 -戒愼恐懼의 愼獨을 중심으로

김미소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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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朱子의 공부론

1. 未發의 의미: 思慮의 未發

중화구설 前⋅後의 미발은 언제나 본체[本性]로서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心의 역이 아니

었다. 미발은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형이상학적 본원이라는 의미로 규정되었다.1) 결국 주자는 

미발을 性이라고 여기고 일상적인 공동체 윤리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靜坐하여 本體를 체득하는 일을 우려하

게 된다.2) 중화신설에서는 그 동안 미발을 性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개념적 오해를 씻어내는데 집중한다. 즉，
未發은 已發과 비 되는 心의 한 양태로서 의미와 수많은 이발의 상황을 비하는 本領工夫이자 日用全體工
夫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1) 朱熹集 30-14(1289쪽)(37세) 與張欽夫3 “蓋有渾然全體應物而不窮者, 是乃天命流行生生不已之機, 雖一日之間, 萬起萬滅, 

而其寂然之本體, 則未嘗不寂然也. 所謂未發如是而已.”
2) “소계명과 여여숙은 정좌에 몰입하여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서 아직 발하지 않은 자아의 본성인 중을 체인하는 일을 공부의 

목표로 삼았다. 求中이라 불리는 이러한 공부법은 천지와 자아의 본성을 중으로 규정하는 中卽性의 심성론에 기반해 있다. 

이들은 미발의 중을 체인하고자 작위적으로 의식의 내용을 비우거나 의식의 활동을 정지시키고자 하 다. 의식이 정지된 지극

히 고요한 상태에서 자아의 본성인 중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승환, 2009, 주자 수양론에서 미

발공부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도덕심리학적 의미 철학연구,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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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의 未發⋅已發의 뜻에서 未發을 마음이 유행하는 본체로 이해하고 또 ‘심은 모두 已發이다’라는 정자

선생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디어 심은 已發이고 性은 未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자선생의 글에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음을 보고 반복해서 생각해 보니, 전날의 설이 마음과 본성

의 이름을 붙이는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일용의 공부에 전적으로 본령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다면 

그 잃게 되는 것이 단지 문자의 뜻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집과 유서의 여러 설을 살펴보건  모두 생각이 싹 트기 전과 사물이 이르지 않았을 때를 희노애락

의 未發로 삼은 것 같다. 이때에는 바로 이 마음이 적연부동한 본체로서 하늘이 명한 性이 여기에 완전히 갖추

어져 있다. 그것이 過⋅不及이 없고 不偏不倚 하기 때문에 ‘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感이 일어나 천하의 온갖 

일들에 적절히 응하게 되었을 때는 희노애락의 性이 거기서 발하여 心의 用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절도

에 맞지 않은 것이 없어서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和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人心의 올바른 모습이고

情⋅性의 德에 해당한다.”3)
중화신설 미발 개념의 특징은 미발이 이발과 같이 心의 한 양태로 설명됨과 동시에 이발과는 철저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아무런 생각도 싹트지 않을 때’, ‘사물에 이르지 않았을 때’, ‘별다른 일이 없을 때’가 

미발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발은 純善한 性의 모습을 形容하고 있다．

2. 戒愼恐懼와 愼獨의 구분

주자의 미발 공부란 아직 현상의식을 통하여 발현되지 않은 잠재적 본성을 자기점검의 노력을 통하여 보존

하고 길러나가는 일[存養 또는 涵養]을 뜻한다.4) 여기서 ‘자기점검’이란 항상 ‘약간의 긴장하는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간의 긴장상태’를 주자는 ‘戒愼恐懼’라고 형용한다. 계신공구는 희로애락이 발하

기 전에 함양하여 천리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정의되며, 주자는 ‘不睹不聞’이나 ‘聽於無聲, 視於無形’이라는 표

현으로 미발시의 계신공구의 상태와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戒愼”라는 한 구절은 마땅히 구분하여 두 가지 것이 되어서, “戒愼"은 "不睹"이고 "恐懼"는 "不聞”이라고 

해야 하니, “聽於無聲, 視於無形”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未發[未然]일 때에 그것을 방어해서 그 본체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愼獨”은 막[將] 발하려고 할 때에 성찰하여 그 기미를 살피는 것이다.5)

3) 朱熹集64-55(3383쪽)(40세) 與湖南諸公論中和第一書 “中庸未發已發之義, 前此認得此心流行之體, 又因程子 凡言心者皆指
已發而言, 遂目心爲已發, 性爲未發. 然觀程子之書多所不合, 因復思之, 乃知前日之說非惟心性之名 命之不當, 而日用工夫全無
本領. 蓋所失者, 不但文義之間而已. 按文集遺書諸說, 似皆以思慮未萌, 事物未至之時爲 喜怒哀樂之未發. 當此之時, 卽是此心
寂然不動之體, 而天命之性當體具焉. 以其無過不及不偏不倚故謂之中及其感 而遂通天下之故則喜怒哀樂之性發焉而心之用可見
以其無不中節無所乖戾故謂之和此則人心之正而情性之德然也.”

4) 이승환, 2009,｢朱子 수양론에서 未發공부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도덕심리학적 의미｣, p, 330.
5) 朱子語類62:92 “‘戒愼’一節, 當分爲兩事, ‘戒愼不睹, 恐懼不聞’, 如言‘聽於無聲, 視於無形’, 是防之於未然, 以 全其體; ‘愼獨’, 

是察之於將然, 以審其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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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고 형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볼 준비를 갖추고 있다.’
[聽於無聲, 視於無形]라는 것은 지각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계신공구란 지각이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이해하기 쉽게 

형용한 것이지, 계신공구가 결코 일체의 감각기관을 틀어막고 모든 사유를 차단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계신공구가 미발 때에 하는 공부이며 신독과는 비되는 공부임을 언급하고 있다. 미발일 때 

방어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 맺기 전에 비하는 공부로서, 이것은 분명 ‘매우 긴장하여 살피는’ 
신독 공부와는 구별된다. 상이 다가오기 전에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마음을 준비하는 상태, 이것이 계신

공구라는 것이다.

신독은 일차적으로 외부 상과의 감응 이후에 나타나는 감정의 흔적에 해서 살펴보고 반성하는 것이다. 

또한 신독은 은미하게 드러나는 감정의 싹에서부터 더욱 긴장하고 살피고 처하기 때문에 未發에서의 ‘약간

의 긴장 상태’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신독은 철저하게 이발 공부의 역으로 확정된다. 신독의 요지는 나의 

행적들 중에 나만 혼자 아는 것에 해서조차도[獨]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반성하는 것[愼]을 의미한다.6) 이것

은 타인과의 관계 이후에 나의 언행들이 어떠했는지 맹렬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자는 ‘계신공구’와 ‘신독’을 통해 선행된 마음공부가 실제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

으로 향을 미치며 그들과 조화로운 삶을 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더 집중하 다.

Ⅱ. 茶山의 공부론

1. 未發의 의미: 감정의 未發

  

다산이 생각하는 미발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는 계신공구와 신독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결론부

터 말하자면, 다산은 미발 상태를 지각이 깨어있음 혹은 사려의 有無로 한정시켜 이해하지 않는다. 다산에게 

있어서 미발이란 中庸에서 말하는 ‘喜怒哀樂의 未發’, 즉 ‘감정의 미발’일 뿐이다. 때문에 미발 상태에서도 

계신공구⋅궁리⋅사려하며 공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未發이란 희로애락의 未發일 뿐입니다. 어찌 고목사회와 같이 되어 아무 사려를 하지 않아서 마치 선가의 

입정처럼 되는 것이겠습니까. 희로애락이 비록 발하지 않을 때라도 [이때는] 계구할 수 있고, 공구할 수 있으

며, 궁리를 할 수 있고 사려를 할 수 있으며, 천하의 사변을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未發시에 공부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中이란 성인이 공부가 완성된 경지입니다. 공부도 없이 완성된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성인은 愼獨으로 마음을 다스려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 는데 아직 사물을 만나지 

6) 中庸章句“獨者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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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발용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시간에 해서는 中이라고 합니다. 朱子께서는 ‘사람은 모름지기 未發시

에도 공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도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7)
미발이나 계신공구, 中, 性 등은 형이상학적 본체, 본원을 형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며 인간사의 도리들을 궁구하는 지속적인 실천적 노력의 결과이다. 미발은 단지 사물과 

응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 상태일 뿐이다.

“성인은 未發의 때에 戒愼恐懼하며 윤리적 관계의 이치를 궁구한다. 심지어 종일토록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으면서 사유하고 염려한다. 가령 공자와 같은 성인을 어찌 명경지수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또한 

명경지수에 해 虛明하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것을 中이라 부르는 것은 안 된다. 中이란 치우치지도 기울지

도 않음을 나타내는 명칭이니, 반드시 그 사람이 사물을 헤아리고 의리를 재량하여 그 권형과 척도가 마음속

에 가득해서 치우치고 기울며 뒤틀리고 흔들리는 병폐가 없는 뒤에야 비로소 中이라 하고 비로소 大本이라 

한다. 기뻐할만하고 노할 만하여 슬퍼할 만하고 즐거워 할 만한 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천명에 징험해 본

뒤에야 비로소 중을 얻을 수 있다. 만일 虛明⋅靜寂을 주로 하여 하나의 상념이 싹트자마자 그 선악을 따지

지도 않고 已發에 귀속시켜 버리고서 ‘물과 거울의 본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좌선일 뿐이다. 천하의 

모든 일에 해 헤아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면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하나하나 절도에 맞을 

수 있겠는가.”8)
다산은 ‘미발에서도 윤리적인 관계의 이치를 궁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주자에게 미발은 일차적으로 

사려와 지각의 有無로 규정되는데, 다산은 미발에서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궁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산에

게 미발은 감정이 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이성적 사유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윤리적인 관계의 이치를 감정의 방해 없이 궁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中에 한 해석에 있어

서도 다산은 그것을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다산은 中이라는 것은 단지

不偏不倚한 미발의 상태를 형용하는 명칭[名]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편불의한 中의 상태를 경험하

기 위해 靜坐하여 정적주의에 빠지는 일을 경계한다. 中은 마음이 미발⋅이발하는 모든 상태에서 그에 합당하

게 생각하고 반성하여 부단히 스스로를 점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未發에서 실천적인 측면에 접근하여 신독의 수양을 강화하게 된다.

7) 中庸講義補, ｢喜怒哀樂未發節｣, “未發者, 喜怒哀樂未發而已. 豈遂枯木死灰, 無思無慮, 若禪家之入定然乎.

喜怒哀樂雖未發, 可以戒愼, 可以恐懼, 可以窮理, 可以思義, 可以商量天下之事變. 何謂未發時無工夫乎. 中者聖人無工夫而致極
功, 有是理乎. 聖人以愼獨治心, 已到十分地頭, 特不遇事物, 未有發用, 當此之時, 謂之中也. 朱子曰人須於未發時有工夫, 臣所
從者此說也.”

8) 中庸講義補,｢喜怒哀樂未發節｣, “聖人於未發之時, 戒愼恐懼, 慮事窮理. 甚至有終日不食, 終夜不寢, 以爲思慮. 如孔子者, 安
得以明鏡止水喩之乎. 且明鏡止水, 謂之虛明則可, 謂之中則不可. 中也者, 不偏不倚之名, 必其人 商度事物, 裁量義理,, 其權衡
尺度, 森列在心, 無偏倚矯激之病, 然後方可曰中, 方可曰大本. 可喜可怒可哀可樂之事, 一一點檢, 驗諸天命, 然後方可以得中. 

若一以虛明靜寂爲主, 一念纔萌, 不問善惡, 屬之已發, 謂非水鏡之本體, 則是坐禪而已. 天下萬事, 原未商量, 猝然過之, 其喜怒
哀樂, 果可以一一中節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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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의 본체로 삼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맹자는 ‘마음의 기능

은 사유하는 것이니, 사유하면 얻는다’고 했지, ‘마음의 기능은 고요함이니 고요하면 감응한다’고 말하는 걸 

듣지 못했다. 中庸經文에서는 단지 ‘희로애락의 未發’이라고 했을 뿐인데 어찌 ‘일체의 생각이 모두 未發’이
라고 말하는가. 희로애락의 未發시에 어찌 유독 戒愼恐懼가 없겠는가. 中和의 德은 원래 愼獨에서 나온다.”9)

마음의 기능에는 고요함도 있고 감응함도 있다. 다산은 맹자의 말을 빌려 마음에는 未發과 이발의 상태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中庸에서 미발을 감정의 미발이라고 명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려나 지각의 

미발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해서 의심스러워한다.

다산의 미발은 ‘감정의 미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계신공구 그리고 신독 공부도 가능하다. ‘中⋅
和의 德이 신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한 것은 신독이 미발과 이발에서 모두 요구되는 공부임을 나타낸 것이다.

  

2. 戒愼恐懼와 愼獨의 합일

다산의 미발은 단지 희로애락의 미발, 즉 감정의 미발이다. 미발은 인간의 이성이 관여할 수 없는 역이 

아니라 이성이 가장 냉철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이런 저런 생각

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꾸미기도 한다. 이 순간은 개체의 독립적 역이기 때문에 ‘獨’이라고 부른다. 

다산이 생각하는 신독이란 개인의 독립적 심리 역 속에서 함께 나타나게 마련인 道心과 人心이라는 두 지향

에 주의를 기울여서 언제나 도심을 택하고 인심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원래 愼獨이라는 것은 자기가 홀로 아는 일에 삼간다는 의미이지 혼자 거처하는 곳에서 삼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들은 매번 방에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한 행위들에 해 조용히 떠올리면 울컥 양심이 발현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옥루[屋漏]를 우러러 보고서는 부끄럽고 후회하는[愧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지 

옥루가 임한 곳에서 감히 악행을 저지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언제나 

남들과 함께 어울릴 때이다. 암실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짓이라고 해봐야 아무렇게 드러눕거나 음란한 짓을 

하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愼獨이 어찌 이런 문제에 해 삼가는 것이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愼獨 
두 글자를 원래 제 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실에 있을 때 옷깃을 여미고 반듯하게 앉아있지만 매번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는 온갖 저속하고 거짓되며 음험하고 편파적인 짓을 하면서도 남들이 깨닫지 못하며 하늘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른바 愼獨이 어찌 이런 것이겠는가!”10)

9) 中庸講義補,｢喜怒哀樂未發節｣, “未聞以寂然不動, 爲吾心之本體也. 孟子曰心之官思, 思則得之, 未聞曰心之 寂則感之也. 經
但曰喜怒哀樂未發而已, 何嘗曰一切思念, 都未發乎. 喜怒哀樂未發之時, 胡獨無戒愼恐懼乎. 中和之德, 本出於愼獨.”

10) 心性總義, “原來愼獨云者, 謂致愼乎己所獨知之事, 非謂致愼乎己所獨處之地也. 人每靜坐其室, 默念自己所爲, 油然良心發
見. 此所以瞻其屋漏而發其愧悔, 非謂屋漏所臨之地, 母敢行惡也. 人之行惡, 每在於與人相接之處, 其或 行之於暗室者, 唯有偃
臥淫褻之咎而已, 所謂愼獨, 豈唯此咎是愼哉. 今人認愼獨二字, 原不淸楚, 故其在暗室, 或能 整襟危坐, 而每到與人相接之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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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獨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혼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사람들과 섞여있을 때에도 일어나는 

내 의식, 행동들을 점검하고 제어하는 것이 신독이다. 그러므로 愼이라는 한 글자는 ‘戒愼恐懼의 축약’이라고 

하겠다. 결국 개인의 독립적 심리 역으로서 獨은 타자와의 관계성을 떠나있는 것이 아니다. 獨의 순간에 일

어나는 도심과 인심은 맥락 없이 일어나는 도덕성이나 욕망이 아니라 철저히 인륜적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다. 

이것을 개인의 독, 마음의 기능에는 고요함도 있고 감응함도 있다. 다산은 맹자의 말을 빌려 마음에는 未發과 

이발의 상태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中庸에서 미발을 감정의 미발이라고 명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려나 지각의 미발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해서 의심스러워한다.

다산의 미발은 ‘감정의 미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계신공구 그리고 신독 공부도 가능하다. ‘中⋅
和의 德이 신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한 것은 신독이 미발과 이발에서 모두 요구되는 공부임을 나타낸 것이다.

다산은 獨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혼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사람들과 섞여있을 때에도 일어나는 

내 의식, 행동들을 점검하고 제어하는 것이 신독이다. 그러므로 愼이라는 한 글자는 ‘戒愼恐懼의 축약’이라고 

하겠다. 결국 개인의 독립적 심리 역으로서 獨은 타자와의 관계성을 떠나있는 것이 아니다. 獨의 순간에 일

어나는 도심과 인심은 맥락 없이 일어나는 도덕성이나 욕망이 아니라 철저히 인륜적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다. 

이것을 개인의 독립적 심리 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희노애락이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의 눈앞에 표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륜적 관계성을 떠나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륜적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다산의 계신공구의 신독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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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일상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인 한에서만 존재의의가 있다.[중략] 茶山은 

구체적인 行事를 중심으로 새롭게 수양 주체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수양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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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은 도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김은영 (이화여 )

국문 초록

의무론적 도덕철학자들은 시 와 문화를 초월하여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윤리규범을 만들

겠다는 이상(理想)을 가지고 철학을 전개했으나, 현 의 연구는 의무론적 도덕철학이 도리어 인간을 수동적이

고 강제적으로 정해진 도덕규범을 따라야 하는 행위자로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현  

윤리학은 도덕성에서 정감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맹자와 흄으로 표되는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에서 나타나는 정감과 도덕성의 관계를 비교해 봄

으로써, 도덕판단에 있어서 늘 배제되고 이성의 하위에 놓여 있었던 정감의 역할과 능력을 재사유(再思惟)하

여 도덕적 실천의 토 로서의 정감의 위상과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간의 도덕성의 단초를 정감적 판단에

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맹자와 흄의 관점은 분명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흄은 인간의 도덕판단에서 

이성의 기능을 거의 배제시키고 그저 감각적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개연성이나 인과성과 같은 규칙을 부

여할 뿐 그 어떤 행위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본다. 반면에 맹자가 강조하는 도덕적 정감 속에는 이성적 숙고와 

판단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의 도덕적인 정감과 더불어, 그 정감적인 판단을 올바르고 지속적으

로 발휘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이성을 동시에 긍정함으로써, 정감과 이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도덕규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현  사회에서, 인간의 자발적인 본성과 능력에 

희망을 걸고, 인간 본연의 도덕감을 신뢰하고자 하는 맹자의 태도, 나아가 인간의 정감뿐 아니라 이성적 능력

으로 사려하고 숙고함으로써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정감의 치우침과 왜곡을 막고자 하는 맹자의 철학이 이 시

에 다시금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들어가며

서양의 도덕철학의 역사에서 이성 중심의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가변적이고 주관적인 정감

을 억제하고, 명석하고 판명한 이성으로 도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여겼던 의무론적 도덕철학자들은 시

와 문화를 초월하여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윤리규범을 만들겠다는 이상(理想)을 가지고 철학

을 전개했다. 그러나 현 의 연구는 그러한 의무론적 도덕철학이 도리어 인간을 수동적이고 강제적으로 정해

진 도덕규범을 따라야 하는 행위자로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의무적인 규범이자 법칙으로서의 도덕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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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윤리학이 점점 그 효력을 상실해가는 오늘날, 강제적인 규범이나 법칙이 아닌 인간의 본연적인 자연스러

운 도덕성에 호소하는 윤리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현  윤리학은 도덕성에서 정감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감을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發
露)로서 긍정하면서, 그러한 정감의 발현을 도덕성의 토 로 여기고자 하 다. 이 연구는 도덕판단에 있어서 

늘 배제되고 이성의 하위에 놓여 있었던 정감의 역할과 능력을 재사유(再思惟)하여 도덕적 실천의 토 로서의 

정감의 위상과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도덕성에서의 정감의 역할을 강조했던 사상가로는 맹자가 있다. 맹자는 사려 이전에 본능적

으로 싹트는 도덕적 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간의 본성으로 맹자가 제시하는 네 가지 도덕정감[四端]은 

능동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측은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며, 공경하고,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모두 인간관계의 관계성 안에서 벌어지는 가치판단의 문제와 긴 히 연결되어 있다. 맹자는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마땅한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그에 맞게 행동

할 수 있다는, 곧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 본성에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정감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고 여김으로써 도덕판단에서 정감의 의미와 작동 방식에 관한 유학의 테제를 구성해 주었다. 

인간의 정감으로부터 도덕성의 기초를 찾고자 했던 동아시아 철학으로서 <맹자> 텍스트 내에서 도덕성과 정

감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흄 역시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정감의 의미와 역할에 해 논한다. 흄은 인식론적 회의주의자로서 이성에 

기초한 지식이나 판단을 일체 거부하고, 모든 것의 기초를 경험에 두고서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정감으로부터 

지식 및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찾고자 한다. 아주 당연해 보이는 상식적인 것조차 인식론적으로 회의주의의 

극단까지 어붙인 흄은 그러나 일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정감, 정념의 측

면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성의 작용을 긍정한다. 이성의 상상력의 작용으로 인해 단발적으로 주어지는 감각

이 관습과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흄은, 그로부터 인간의 정감적 측면과 그 정감의 공감 가능

성까지 설명해 나간다. 흄의 이러한 일상성 및 정감의 긍정을, 나는 인간의 도덕성에 한 근거로서 제시하고

자 한다.

이 논문은 네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도덕성의 기초가 이성 중심에서 정감으로 변해가는 시

적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이성적이고 의무론적인 도덕론의 한계로부터 등장한 정감의 덕윤리에 해 짚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선한 본성의 가능성을 신뢰했던 맹자의 철학에서 도덕정감의 실현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맹자> 텍스트 내에서 도덕정감을 긍정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해석하고, 현 적으

로 어떻게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경험주의자이자 회의주의자인 흄의 철학 

내에서 이성이 아닌 경험에서 인간됨의 기초를 두게 된 배경을 알아보면서, 경험을 긍정함으로써 감각과 정

념, 정감까지 긍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도덕성의 기초까지도 정감에 두게 되는 흄 철학을 고찰해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맹자와 흄의 철학 내에서 도덕성에서의 정감의 역할과 작동방식, 공감의 양상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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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해보고, 정감은 도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한 후에, 그로부터 오늘날 유학이 

재조명되어야 하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1. 도덕성의 기초, 이성에서 정감으로

근 의 시민사회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이합집산 하는 가운데 그들 

서로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하면서 생겨난다. 연고(緣故)와 역사 및 전통을 달리하는 집단이 모

여있기 때문에 기존에 습관화된 각자의 규범이나 관습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되면서, 서로 갈등하고 타

협하며 합의를 도모하는 가운데 새로운 규범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1)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 즉 정당화(justification)와 동기화(motivation)라 할 수 있다. 둘 중에서도 

도덕 원칙이나 규칙 혹은 도덕적 행위의 정당근거를 입증하는 정당화의 과정이 좀 더 본질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정당하며 또한 그것이 왜 정당한지를 따지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에 한 합리적 추구

로서의 윤리학이 가지는 본질적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의무주의적 윤리론자들에게는 행위의 동기

(動機)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무를 실행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는데, 그들은 옳음이나 의무의 문제는 동기와 무

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리학이 ‘실천학’으로서 의미 있으려면, 단지 정당한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위지침으로서 실제로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고 동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론

적으로 아무리 정합적이고 합당할지라도 그것이 실천을 이끄는 아무런 유인(誘因)도 갖지 못한다면 실천철학

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2)

덕윤리가 제기한 반론은, 의무주의 윤리론이 행위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행위자의 동기나 정감, 그

리고 내면의 품성에 한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덕윤리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도덕성에

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으며3) 어떤 의도와 동기에서 어떤 정감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

을 했는지를 관주(灌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에게 관심을 가질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도덕성을 

1) 황경식(2013)은 윤리체계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도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 즉, 사회구조가 소규모 

전통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에 맞게 윤리학이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사회에 존재했

던 ‘성품-덕의 윤리’ 체계는 근 로 오면서, 다양한 인종과 계층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무-규칙 윤리’로 변모되었다

고 본다. 그러다 현  접어들면서, 다원적이고 초국가적인 연결망들이 발생하면서 도리어 ‘의무-규칙 윤리’가 그 효력을 상실

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회구조의 변모 흐름에 따라 이제는 ‘의무-규칙 윤리’와 ‘성품-덕의 윤리’간의 상보적인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무-규칙 윤리’에서 ‘성품-덕의 윤리’로의 회귀(回歸)에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양자간의 상보적인 방안 모색은 본 논문의 주요 관심주제가 아니기에 심도 있게 언급하지 않겠다. 황경식, 덕윤리의 현 적 

의의, 아카넷(2013), 참조.

2) 황경식, 앞의 책, p. 89.

3) 혹은 가지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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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인간 내면의 자연스러운 발현(發顯)으로서의 도덕감을 

중시하고, 그런 도덕감의 발로(發露)로서 인간의 정감에 집중한다. 도덕적 갈등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행위

자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감이 인간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의무주의 윤리가 인간의 도덕적 

삶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의무 이외의 역을 경시하게 되고, 도덕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

라 개인의 도덕적 자발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킨다는 덕윤리의 반론은 나름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다.4)

2. 도덕정감으로서의 사단(四端)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이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요, 공경하는 마음은 예

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이니,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녹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건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5)

<맹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사단(四端)’에 관한 구절일 것이다. “惻隱之心, 仁之端也…”6) 
등과 같은 연관되는 구절들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구절들에서 맹자가 말하고자 한 바는, 그러한 ‘마음’ 혹은 

‘마음상태’가 인간에게 ‘팔다리’처럼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건만 사람들이 생각하

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는 맹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四端)’은 이미 나의 본성 안에 이미 ‘싹(端)’으로 

갖추어져 있다. 맹자는 이러한 ‘사단(四端)’을 ‘心’이라고 표현하고, 현 의 우리는 그것을 번역을 할 때 ‘마음’
이라고 번역하고 일종의 어떤 ‘정감적인’ 상태로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정감’이
라고 할 때의 그런 ‘감각적인’ 측면은 사실 ‘사단(四端)’보다는 ‘칠정(七情)’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2.1 일반정감과 도덕정감의 구분

예기에서는 자연스런 인간의 기본정감을 일곱 가지, 즉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

[愛], 미움[惡], 바람[欲]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현 의 개념으로 ‘감정’ 혹은 ‘정감’이라고 말할 때는 

오히려 이러한 ‘칠정(七情)’이 더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맹자는 분명히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감각적인 측면을 

논의하면서 거기에 도덕감을 부여하는데, ‘칠정(七情)’이 아니라 ‘사단(四端)’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맹

4) 황경식, 앞의 책, p. 49.

5)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惡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惡之心, 義也. 恭敬之
心, 禮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禮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맹자, ｢고자｣ 상. 성백효(역), 孟子集註, 전통

문화연구회(2005), p. 456 번역 참고. 

6) <맹자>[공손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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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단(四端)’으로 ‘도덕정감’을 설명하고자 의도했다면, ‘칠정(七情)’은 도덕성과는 상관 없는 ‘일반정감’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러한 구분이 일어나는가? 맹자는 왜 ‘칠정(七情)’에 해서는 도덕감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논자가 생

각할 때, 맹자는 도덕적인 상황 곧 도덕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자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惡], 바람[欲]과 같은 

감정들도 상과 접하면서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정감임에 틀림없지만, 보다 ‘개인적’이고 ‘일차적’인 정감이라

고 한다면, ‘사단(四端)’은 어떤 상이나 상황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칠정(七情)’과 

일치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적용되어 ‘이차적’인 정감으로까지 확장되는 정

감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7)

신정근(2000)8)에 따르면 <맹자>에서 ‘사단(四端)’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 구조 속에서 설명된다. ‘측은지심

(惻隱之心)’은 제 선왕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에 해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낸 경험([양혜왕] 상7), 그

리고 풍장(風葬)한 부모를 돌아보아 매장하는 자식의 예화([등문공 상5])에서 볼 수 있으며, ‘수오지심(羞惡之
心)’은 공동묘지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집에 와서 자랑하는 제 봉국의 남편이야기([이루] 하33)와 주는 음식을 

마다하는 거지의 경우([고자] 상10)에서 볼 수 있으며, ‘사양지심(辭讓之心)’은 노 목공이 자사에게 음식을 주

어 절 하게 만드는 경우([만장] 상6)에서 볼 수 있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앞서 ‘측은지심’의 예화로 언급했

던 풍장한 부모의 시신을 돌아보아 매장하는 자식의 예화에서 발견해볼 수 있다.

위 예문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안에 갖추어진 ‘싹’으로 맹자가 제시하

는 네 가지 도덕정감[四端]은 일곱 가지 일반정감[七情]에 비해 더욱 능동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사단(四端)은 가치의 높낮이를 구별하여 선호 혹은 배격할 수 있는 가치지향적 

정감들인 것이다.9) 단순히 ‘감각적인’ 측면으로만 부각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정감이다. 이런 의미에서 맹

자의 사단은 비이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구별과 구분, 판단이 가능한 사고(思考)능력으로서의 이

성을 포함하고 있는 정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도덕 이성적 측면에서의 시비지심(是非之心)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다.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서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서 구하려고 할 줄 모르니 슬프구나. 사람이 가령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구하려고 할 줄 안다. 그런데 마음

7) 따라서 ‘도덕성에서의 정감의 역할’을 논의하는 본 논문에서는 ‘칠정(七情)’이 아니니 ‘사단(四端)’이라는 도덕정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8) 신정근의 위 논문은, 유교의 현 화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현 의 장례문화의 변형과 개선에 유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논문이다.

9) 박재주, ｢맹자에 있어서의 감정과 도덕성｣, 초등도덕교육, Vol. 5,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19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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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어버리고 나면 구하려고 할 줄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잃어버

린 마음을 구하려고 할 뿐이다. (…) 자신의 모습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다.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천한 것으로써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길러주면 

소인(小人)이 되고 큰 것을 길러주면 인(大人)이 된다. 지금 어떤 원예사가 있는데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를 

버려두고서 맛이 신 추나무나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그는 천한 원예사가 될 것이다. 손가락 하나를 기르

려고 어깨나 등을 버리고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일 것이다.”10)

맹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큰 것과 작은 것, 혹은 귀한 것과 천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욕망들이 그 

위계에 따라 조화롭게 실현될 때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귀한 것과 천한 것, 작은 것과 큰 

것을 무엇이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맹자는 우리들의 ‘마음[心]’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마음은 최소한 두 가지 도덕 감정이 병발(竝發)할 때 비교, 판단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적으로 도덕 감정을 행위로 추진해나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 이 역량은 곧 본성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수양의 역량이다. <맹자>의 전반적인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본성을 생각

하고[思], 구하고[求], 좋아하며[好], 실현하려고 하는[盡] 모종의 지향적 의지가 이미 있는 것이다.12)

“공도자가 묻는다. ‘모두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맹자가 말한다. ‘자기의 큰 몸(大體)을 따르면 인이 되고 자기의 작은 몸(小體)을 따르면 소

인이 된다’. (공도자가)말한다. ‘모두 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 큰 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몸을 따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하기를, ‘귀와 눈의 기관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물에 의해 가리워지고, 

사물과 접촉하면 거기 끌려갈 뿐이다. 마음은 생각하니, 생각하면 곧 얻고(사물을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

으면 곧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것이니, 먼저 그 큰 것에 서면, 작은 것이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인이 되는 것일 따름이다.”13)

맹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목구비(耳目口鼻)와 같은 감각기관들은 사유능력이 없다. 그저 소리를 듣거나 사

물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수동적인 정보수용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물(外物)의 향력

10) <맹자> [고자] 상, 백민정, 맹자(孟子): 유학(儒學)을 위한 철학적 변론, 서울: 태학사(2005), pp. 171-172. 번역 참고 

11) 신정근, ｢ 맹자에서 새로운 윤리의 도출 가능성｣, 동양철학 13, 한국동양철학회(2000), p. 234.

12) 백민정, 앞의 책, p. 123 참고. 백민정은 이런 선함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향적 의지로부터 맹자 성선설의 근거를 찾고 

있다.

13) 公都子問曰: 鈞是人也, 或爲大人或爲小人, 何也?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曰:鈞是人也, 或從其大體或從其
小體, 何也? 曰: 耳目之官不思而蔽於物, 物交物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
其大者則小者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 맹자, ｢고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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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쉽다. 맹자가 “사물과 접촉한다(物交物)”고 말한 것이 바로 외물의 향력에 

의해 끌려가기 쉬움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감각작용에 그 로 끌려가는 마음은 ‘소체(小體)’를 따르는 마음

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 체(大體)’를 따르려는 마음과 ‘소체(小體)’를 따르려는 마음이 모두 인간의 마음

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마음이 ‘소체(小體)’를 따르고 있음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 체(大體)’를 따

르고자 하는 자기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14) 맹자는 이목구비와 같은 감각기관과 달리, 마음이라는 기관은 

사유[思]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정근(…)은 사단(四端)에서 ‘삼단(三端)’15)과 ‘시비지심(是非之心)’을 구분한다. 그는 “‘사단’ 중에서 ‘시비

지심’은 다른 ‘삼단’과 같은 일종의 도덕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앞선 ‘삼단’은 

도덕적 사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감인 것이 분명하다. 안타깝고 불쌍한 연민의 정감을 일으켜서 차마 어찌하

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불의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 자신의 불의에 해 느껴지는 부끄러운 

마음과 타자의 불의에 해 느끼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공경하고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도덕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감정적인 측면, 곧 어떤 사려나 사고작용도 들어있지 않은 감정적인 

측면에 가까운 반면, 그러나 ‘시비지심’은 특정한 도덕적 사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도덕 정감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어떤 ‘지적 판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6)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智)의 싹이다. ‘옳고 그름을 안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수오지심’과 마찬가지로 

불의에 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수오지심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정감적인 반응이라

면, ‘시비지심’은 그러한 사태에 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숙고와 사려적인 특성을 띤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 이성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맹자는 사려 이전에 본능적으로 싹트는 도덕적 정감—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어떤 계산이나 사전적 판단보

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발현되어 뛰어가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욕망의 크고 작음을 분별하고, 마땅히 추구해야 할 욕망을 가려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정감을 반성하는 

사려와 숙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다. 도덕적인 정감[四端]이 발현되었을 때, 그것을 잡아 지키고[持守] 반성

하며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숙고와 판단으로부터 그 동력이 추동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인간의 

도덕적 함양⋅수양을 위해서는 정감과 이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맹자는 인간이 태어

나면서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도덕적인 정감으로서의 ‘사단(四端)’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정감적인 

판단을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이성적인 측면을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부터 이

끌어냄으로써 정감의 인지적 토 와 이성의 정감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덕성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4) 백민정, 앞의 책, p. 184.

15)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惡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을 말한다.

16) 신정근,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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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흄의 회의주의와 정감

흄은 이성에 기초한 지식이나 판단을 일체 거부하고, 모든 것의 기초를 경험에 두고서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정감으로 지식 및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삼는다. 흄이 보기에 인간이 선천적⋅ 본유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이

성은 있을 수 없으며, 이성의 능력으로는 뭔가 확고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철저히 경험에 의존하여 하나씩 배우고 습득해나가면서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아담이 아무리 가장 완벽한 이성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물이 유동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을 알았

다고 해서 즉각 그 물이 그를 질식시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는 없을 것이고, 불이 밝고 따스

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로부터 그 불이 그를 태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는 없을 것이

다. 어떤 상이든 감각에 나타나는 성질들만 가지고서는 상을 산출해 낸 원인을 밝혀낼 수 없으며, 그 

상으로부터 나올 결과도 밝힐 수 없다. 경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성은 사실적 존재나 사태

에 관한 어떤 추론도 해낼 수 없다.”17)

3.1 일상성의 긍정

“모든 관념은 앞선 어떤 인상이나 정서로부터 복사되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인상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거기에는 아무런 관념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물체의 작용이나 정신의 작용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든 단일한 사례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이나 힘에 한 인상도 생겨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에 한 관념이 제시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와 일치하는 많은 사례들이 주어지는 경우, 

우리는 원인과 연관성에 한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서나 인상을 느낀다. 즉 

한 상과 그것에 항상 뒤따르는 것 사이에서 사고(思考)나 상상 안에 있는 습관적인 연관성을 느낀다. 바로 

이 정서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관념의 기원이다.”18)

지각에 앞서 감각이 먼저 느껴지고, 그 감각은 ‘인상’이 되어 우리에게 각인된다. 그 어떤 필연성도, 연관성

도 없다. 그저 단발적인 감각인상만이 주어질 뿐이다. 흄은 생각이 개입하기 이전,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일어

나기 전에 먼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적 인상이 주어진다고 보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식과 판단의 

토 가 되는 기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철학을 이 감각인상 위에서 전개시킨다. 감각인상에서 더 나아가는 

그 이상의 어떤 추론도, 사유도 무의미하다. 흄은 기본적으로 회의주의의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식은 

17) 데이비드 흄, 김혜숙(역), 인간 이해력에 관한 탐구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2009), p. 52

18) 앞의 책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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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며, 우리 정신은 경험에 기초한 감각적인 현상을 수용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흄은 인식론적으로는 

회의주의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일상적인 삶을 위해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유

보한다. 확실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분명히 눈 앞에 보이고 관찰되는 것은 있다. 무엇과 무엇이 관련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들이 서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자주 목격되고 포착된다는 것. 일상

성의 긍정의 출발점으로서 흄은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정감, 정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흄은 

인간의 인식과 판단의 역할을 이성이 아닌 감각과 감성에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그것들의 

연속성들을 추측하고 상상하는 인간의 이성의 작용을 통해 상상 ‘되어지는’ 규칙성과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성

은 정감이 일어날 때, 그것들과 관련된 연관성을 느끼고, 유사한 것을 묶어내고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곧 

감각인상이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경우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지 감각인상일 뿐 각각의 감각인상들끼리의 어떤 연관성도 필연

적 인과성도 없지만, 그것이 반복해서 주어질 경우 ‘습관적으로’ 유사성과 연관성, 인과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유사성도, 개연성도, 인과성도 어느 것 하나 그 실재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습관적인 관

습에 의한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전제함으로써 폭넓고 다양한 사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단발

적인 감각인상에 머물지 않고 폭넓고 다양한 사유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런 관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흄은 지식이나 판단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일상적인 삶을 위

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관습’ 혹은 ‘습관’을 긍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습은 인간 삶의 위 한 안내자다. 우리의 경험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며, 과거에 있었던 

것과 유사한 일련의 사건들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게 해주는 유일한 원리는, 바로 관습이다. 

관습의 작용이 없다면, 우리는 직접 우리의 감각과 기억이 주어지는 것을 넘어선 그 어떤 사태에 해 전적

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

3.2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 도덕성

도덕성의 문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흄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에 한 논증적인 

추론(옳다/그르다,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감각을 통해 느껴지는

(feeling)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 보다는 ‘느껴진다’. 흄은 하나의 이성적 논증이 훌륭해서 

통찰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로부터 강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 논증이 누군가를 정감으로써 심복(心服)

시킬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아무 결과도 없는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다.20)‘
19) 앞의 책 p. 73.

20) 인간의 이성에 기 어 논의를 전개하는 의무론적-규칙론적 윤리론에 한 일침이라고 생각한다. 심정적으로 누군가를 ‘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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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정신에 현존하는 것은 그것의 지각들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보고 듣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

고 생각하는 이 모든 활동이 이러한 명칭 하에 들어간다고 주장된 바 있다. 정신은 우리가 지각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활동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정신의 다른 모든 작용에 못지 않게 우리가 

도덕적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판단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성질을 시인하는 것 또는 다른 하나의 

성질을 비난하는 것은 다만 수많은 서로 다른 지각들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지각들은 두 종류 즉 인상과 관념

으로 나누어지므로 이러한 구별이 한가지 물음을 제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덕에 관한 우리의 현 탐구를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덕과 악덕을 구별하고, 어떤 행위를 비난 받을 만한 것으로 또는 칭찬 받을 

만한 것으로 단언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인상에 의해서 인가?”21)

위의 질문에 한 흄 자신의 답은 “인상에 의해서” 일 것이다. 흄은 분명 인간의 도덕성을 경험적인 측면 

즉 정감적인 측면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상’들이 반복해서 각인되면서 일종의 ‘관념’을 형성하고, 

그러한 관념이 나에게 ‘생생히 지각될 때’, 다시금 나에게 ‘인상’이 되어서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 관념이 다시

금 인상이 되어 나에게 ‘생생히 지각될 때’, 그것은 모종의 정감으로 주어지게 된다. 흄은 정념으로부터 도덕적 

판단의 가능성과 행위의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시인(agreeable)과 부인(disagreeabl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우리에게 시인(agreeable)의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우리는 ‘선하다’ 혹은 ‘옳다’고 하는 반

면, 부인(disagreeable)의 정서를 일으키는 행위를 ‘악하다’ 혹은 ‘그르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정감적으로 어떤 것들에는 끌리고 어떤 다른 것들은 회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위

를 촉발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선호하고 그것을 시인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들을 회피하고 부인하려는 자연적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 흄이 

자신의 논증에서 이끌어낸 결론은, 인간의 도덕성은 이성적 능력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내면의 정서의 결과라는 점이다.22)

“그러므로 도덕은 행위와 심정(affections)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성에서 유래할 수 없다는 것

이 귀결된다. 이것은 이미 입증했듯이, 이성만으로는 결코 그러한 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덕

은 정념을 자극하고 행위를 일으키거나 막는다. 이성은 혼자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완전히 무력하다. 그러므

로 도덕의 규칙들은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23)
흄은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덕성 또한 감각과 정념에 호소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효용을 

주는 일과 성향 그리고 사람에 하여 도덕적이라고 시인을 한다. 우리로 하여금 자비심이나 친절함 등을 칭

시킬 수 없다면, 그러한 윤리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21) 최희봉, ｢Hume 의 도덕론｣, 철학연구, Vol. 13, 고려 학교 철학연구소(1989), p. 92.

22) 로버트 L. 애링턴, 김성호 옮김, 서양 윤리학사, 서울: 서광사(2009), p. 381.

23) 최희봉, 앞의 논문,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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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하고 권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인류의 진정한 이익’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이

다. 개인적인 도덕감의 쾌(快)와 불쾌(不快)로 인해 시인(agreeable)과 부인(disagreeable)이 발생하듯이, 사

회적인 도덕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호불호와 쾌불쾌가 어떻게 사회적인 도덕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 정감을 교류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즉 편협적인 개인적 관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자연적 성

향24)이 있기 때문이다. 감각인상의 경험, 그것의 반복으로 인한 관습의 형성, 그리고 거기로부터 도출되는 

시인과 부인을 통해 흄이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공감이었다.25)

“공감은 인상으로 전환된 생생한 관념일 뿐이므로, 어떤 사람의 앞날에 가능하거나 개연적인 미래 처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그 처지를 우리 자신의 관심사인 양 생생하게 표상함으로써 그 처지에 동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고 당장은 실재할 것 같지도 않은 고통과 쾌락을 감지할 수 있다.”26)
공감이 바로 도덕성의 토 가 된다. 공감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시인하는 것이 타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고 상상하고, 생생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행동을 실천할 수 있고, 나에게 고통스럽고 해가 되는 것이 타인에

게도 똑같이 고통스러울 것임을 ‘나의 감각처럼’ 생생하게 공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흄이 강조했던 인간 내면의 자연적 경향성으로서의 도덕성이다. 여기서도 물론 이성의 협조가 

필요하다. 타인의 정감을 수월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론이 선행해야 하고, 엄격한 

구별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결론들이 끌어내져야 하고, 멀리까지 비교가 이루어지고, 복잡한 관계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사실들이 확립되고 확인되어야”27)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성의 작용이다. 하지

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은 그저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한 사실평가와 관념들 사이의 추상적인 관계탐구의 

기능만 할 뿐이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만으로는 행위의 근거나 동기가 이끌

어 나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성에 의한 옳고 그름의 논리적인 판단을 강요한다고 해서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동력을 얻기는 더더

욱 어렵다는 것이 흄의 논지이다.

“인간 정신의 주요 원천 또는 기동 원리는 쾌락이거나 고통이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 따위의 감각이 우리의 

사유와 느낌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개 정념을 느낄 수 없거나 행동할 수 없고, 욕구하거나 의욕할 수도 없다. 

쾌락과 고통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정신의 운동을 촉진(propense)하거나 억제(averse)하는 것이다.”28)

24) 서양근 철학회, 서양근 윤리학, 파주: (주)창비(2010), pp. 215-216 참조.

25) 정감의 공명(共鳴)현상은 상상력의 작용 때문에 발생하는데, 무언가를 느끼는 타인을 볼 때, 우리는 그 느낌에 한 어떤 

관념을 갖게 되며, 그 관념은 내 안에서 생생한 느낌(2차 인상)으로 상상된다. 이렇듯 관념이 인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의 책, p. 217 참조.

26) 데이비드 흄, 이준호(역), 정념에 관하여: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덕적 주제들에 도입하기 위한 하나 의 시도, 서울: 서광사

(1996), p. 131.

27) F. 코플스톤, 이재 (역),  국경험론, 서울: 서광사(1991),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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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은 우리의 도덕성과 도덕적인 행위를 감각─욕구와 혐오─과 연결 시킴으로써,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한 것을 싫어하는 성향과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상력’과 ‘공감’이라는 이성의 

작용으로 인해 나의 정감과 느낌을 타인에게까지 확 하고, 타인의 정감과 느낌을 나의 것으로 공감하고 유추

해 냄으로써, 사회적인 도덕성 또한 자연적인 성향에 그 동력을 두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도덕

성을 신(神)의 의지나 외부적인 법칙에 호소하지 않고도 일상에서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끌어내

려는 흄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4. 도덕정감의 확장 가능성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벌판에 잠들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말굽에 짓밟힐 위기에 처해있고 (바로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곧 그의 구조자가 될 것이고, 이때 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낯선 

사람이 직면한 불행(sorrow)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29)

<맹자> 텍스트에서 뽑아 온 구절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 구절은 흄이 자신의 ‘공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이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잠들어’ 있고, 그 사람이 ‘말굽이 짓밟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본다’는 이 설정은, 공감의 작용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 얼마나 즉각적이면서 

분명하게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흄은, 우리가 ‘낯선 사람이 직면한 불행’에 ‘관심을 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점이 바로 공감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불행과 고통이 

마치 나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를 구조하지 않고서는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다. 바로 <맹자>에서 

보았던 측은지심(惻隱之心)인 것이다. 흄은 앞서서 인간의 이성이 가진 기능 중의 하나인 ‘상상력’의 힘을 통해 

공감의 원리를 설명한다.

“공감이 늘 현재의 순간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은 틀림이 없으나,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힘을 

통해, 다만 예감할 수 있을 뿐인 고통과 쾌락을 우리는 (...) 느낀다. 우리의 공감은 개 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느끼는 데에 따라 확장된다. (...) 마치 바로 그 느낌을 (실제로 내가) 느끼듯이 형성하는 것은 상상력

의 엄청난 노력(의 가)이다.”30)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서 도덕정감을 확장할 수 있다. 엄 히 말하면, 그것은 타인의 정감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되새겨보는 역지사지(易地思之)의 노력이다.

28) 데이비드 흄, 이준호(역),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제3권 도덕에 관하여, 파주: 서광사(2009), p. 175.

29) 정념에 관하여: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덕적 주제들에 도입하기 위한 하나 의 시도, p. 131.
30) 앞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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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으로 행위를 낳을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행위를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성이 우리의 정념에 반 되는 방향으로 충동을 제공하지 않는 한 그것이 의지작용을 막는 그런 두

번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성은 의지를 도울 뿐이지, 의지를 일으킬 수는 없다.31)

흄은 분명히 단언하고 있다. 이성으로는 그 어떤 행위를 낳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인간의 행위, 특히 

도덕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정감이다. 하지만 정감적 차원의 호불호(好不好)와 쾌불쾌

(快不快)만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흄의 시도는 일리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편으론 조금 불

안하다. 어떤 정감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다면 공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공감이라는 근거가 

흔들리게 되고, 정감을 기초로 해서 행해진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판단할 기준이 다시 정감에게 있다고 주장한

다면, 그건 일종의 순환론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서 맹자를 다루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단(四端)’을 전적으로 도덕 정감의 차원으

로만 고려하게 되면 도덕적 실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도덕 

정감은 사람이 그 정감 로 도덕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에 해 도덕 정감을 느끼고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감을 그 상황과 무관한 상에게까지 확 ⋅ 전이(轉移)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흄처럼 정감의 

차원에서만 이야기한다면 도덕 정감의 활성화나 극 화, 혹은 비도덕적 정감의 억제나 약화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32) 이 지점에서 흄과 맹자는 갈라진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어떠한 행위가 이 상황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또는 옳은지 그른지와 관련된 도덕

정감과 그 선택에 관여하는 마음이다. 곧 도덕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비지심이 ‘도덕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의 그 ‘이성’이 서양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이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숙고와 반성의 차원에서의 이성의 작동이다. 이 도덕이성은 정감을 추동하고 강화하는 도덕 행위의 동력

이 된다.33)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것을 개인에서 타인에게로, 또한 가정의 단위에서 더 나아가 사회로

까지 확장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에게서 도덕 정감은 어떻게 확장 가능한가? 우리

는 맹자가 이야기하는 ‘推’ 개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Xiao Yang(...)은 推(추) 개념에 해 설명하면서, <맹자> [양혜왕] 상7편을 예화로 든다. 양혜왕이 희생되

기 직전의 소에 한 연민으로 그 소를 풀어준 것에 해 맹자가 “지금 당신의 은혜가 동물에게 미치기에는 

충분하면서도 당신의 정치의 공효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34)하고 묻는 장면이

31) 최희봉, 앞의 논문, p. 5.

32) 신정근, 앞의 논문, p. 245.

33) 신정근(2000)은 자신의 논문에서 “‘사단’에서 ‘지’가 도덕 감성에 해당하는 ‘인’ ‘의’ ‘예’ 등과 달리 도덕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행 관행과 다른 새로운 행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근, 앞의 논문.

34) “Why is it that your bounty is sufficient to reach animals yet the benefits of your government fail to reach the 



358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차세대 유학자

다. Xiao Yang은 맹자가 왕에게 이와 같이 물은 것은 왕의 마음 안에 희생되기 직전의 소에 한 연민

(compassion)이 있는데, 이 연민을 백성들에게 미루어나갈(推)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

다.35) 또 다른 예로, Huang Yong은 <맹자>의 ‘사단(四端)’에 해 이정형제(二程兄弟)가 언급한 구절36)을 

가지고서 추(推)를 설명하는데, 이정형제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새끼가 어미를 사랑하고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仁) 기운이 있으며, 부끄러운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해(害)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이익을 찾는 것,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모두 동물 안에 갖추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작은 원 안에서 그것 너머로 타고난 사랑을 확장하는 능력[推]이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만 동물에게는 없다”37)고 설명한다. 동물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이며, 그들은 그 사랑을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에게까지 확장할 수 없는 반면에, 사람은 그들의 본성

적인 사랑을 그들이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으로부터 그들이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가족 내의 어른을 할 때 그들의 오랜 나이에 알맞은 태도로 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의 노인을 하는 

데로 확장하고, 나의 가족 내의 어린이를 할 때에 그들의 어린 나이에 알맞은 태도로 하고, 그것을 확장하

여 다른 이들의 어린이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전세계를 저의 손바닥 위에서 굴릴 수 있을 것이다”(맹자 
양혜왕 상 7)38)

people?”(1A7), Xiao Yang, “Rationality and Virtue in the Mencius”, Virtue Ethics and Confucianism, edited by 

Stephen C. Angle and Michael Slote, Routledge Press(2013), p. 156.

35) Xiao Yang, 앞의 논문, p. 156. Xiao yang(2013)은 자신의 논문에서, 推에 한 일련의 논의들을 압축해서 설명한다. ①논

리적 확장인 유비적 추론(analogical reasoning), ②정감적 확장 혹은 유비적 공명(analogical resonance), ③인지적 확장과 

정감적 확장이라는 두 가지가 복잡하게 연결된 측면. Xiao Yang은 이 세 가지 논쟁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推을 

‘숙고적인 합리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6) “맹자는 네 가지 기원(四端-four beginning)—仁(humanity:인간애), 義(rightness:공정함), 禮(propriety:예의 바름), 智
(wisdom:지혜) 을 한 몸의 네 팔다리로 여겼다. ......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동물에게도—소와 

말 같은— 완벽히 갖추어져 있다. 다만 그것들이 서로 다른 소재의 규약들인 이유는 그것이 생명력(氣(qi)-vital force)의 

규제로 인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소와 

말에게 있어서는 나무의 기운(첫 번째 기원인 仁(ren)으로 나타나는)이 된다. 또한 어떻게 부끄러운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두 

번째 기원)이 (동물들에게는) 결여되어 있겠는가? 害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과 이익을 찾는 것, 사랑 해야 할 것과 미워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모두 그들(동물) 안에 갖추어져 있다. 원숭이는—동물 가운데 가장 특하다고 하는—특히 인간 존재

와 유사하다. 이런 동물들보다 덜 지능적인 어린아이와 정신 나간(muddled)사람도 적지 않다.”(Cheng and Cheng 

1989:54), Huang Yong, “Between Generalism and Particularism: The Cheng Brothers’ Neo-Confucian Virtue 

Ethics”, Virtue Ethics and Confucianism, edited by Stephen C. Angle and Michael Slote, Routledge Press(2013), 

p. 160.

37) “The ability to expand(tui 推) the inborn love for those in the small circle to those beyond, which exists in humans 

but not in animals” Huang Yong, 앞의 논문, p. 169.

38) “treat the aged in my own family in a manner befitting their venerable age and then expand(ji 及) this treatment 

to the aged of other families; treat the yong in my own family in a manner befitting their tender age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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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족단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 하고 개인적인 도덕적 정감을 잘 다듬어 길러나가는 과정, 그리고 

타자의 정감에 해 공감하면서 점차 내 주위의 타자에게로 그것을 확장하여, 나아가 전 사회적⋅인류적으로 

그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유가(儒家)의 발상은, 인간의 도덕성을 추상적인 데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형이상학적인 원리나 보편적인 법칙이 아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간 본연

의 정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향력을 가지며 또한 도덕성의 개념을 

한 개인의 경험에 한정하지 않고, 인류 전반의 인격의 성숙의 과정으로까지 승화시킴으로써 보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결론

인간의 도덕성의 단초를 정감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흄과 맹자의 관점은 분명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또

한 그러한 도덕정감을 사물이나 타인과 접촉하는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반복과 습관을 통해서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도덕성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도 분명 맹자와 흄의 논의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흄과 맹자는 한 가지 지점에서 갈라지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말했던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의 이성

의 향’이라는 지점이다. 흄은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지에 따르는 그 어떤 행위의 계기가 될 수 없으며 (…) 

이성만으로 행위를 낳을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행위를 막을 수도 없다”39) 고 말하면서 이성의 기능을 축소 

아니 거의 배제시킨다. 이성의 기능은 그저 감각적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개연성이나 인과성과 같은 규칙

을 부여하는 것일 뿐, 그 어떤 행위도 이끌어낼 수 없다.

맹자는 흄과 같이 도덕감의 존재를 긍정했지만 흄처럼 이성적인 요인을 축소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데, 왜

냐하면 맹자가 강조하는 도덕적 정감 속에는 이성적 숙고와 판단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

의 도덕적인 정감과 더불어, 그 정감적인 판단을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이성을 

동시에 긍정함으로써, 정감과 이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자발적 실천과 

그 실천의 확장이 가능한 도덕을 꿈꿨다. 외부의 압력이나 규칙이나 법칙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감으

로부터 일어나는 도덕성에 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도덕성을 숙고와 반성을 통해 단

련해 나가면서 이상(理想)적인 인간상인 성인(聖人)을 향한 인격의 성숙(flourishing)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expand this treatment to the young of other families, and you can roll the whole world on your palm(Mencius 

1a7)”, 맹자 양혜왕 상 7. 老吾老, 以及人之老,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맹자는 여기서 及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고 있지만, 그 의미는 推와 상통한다. Huang Yong, 앞의 논문, p. 169.

39) 최희봉, 앞의 논문,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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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맹자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 맹자는 추상적이거나 초월적이지 않고 경험적이면서 구체적인 인간관계

인 오륜(五倫)에서 도덕정감의 단초를 발견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성에 품고 있는 싹[端]을 잘 기르기만 

하면 도덕적인 인격을 수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도덕성의 가능성의 근거로서의 본성과 그것을 의식하

고 확충시킬 수 있는 의지로서의 주체의 노력40)을 동시에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을 사회와 국가

에까지 확장하여 인류 전체의 도덕성의 완성까지 꿈꾼다는 점에서 맹자를 비롯한 유학사상의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

최근 의무윤리론에 반 하는 덕윤리학에서 맹자와 같은 동아시아적 사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 억압되

고 축소되어버린 인간의 자발적 가능성에 거는 기 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본연의 도덕감을 신뢰하

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인격의 성숙까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맹자의 태도, 더 나아가 정감적 측면의 삼단

(三端)과 도덕이성으로서의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사려하고 숙고함으로써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정감의 치우

침과 왜곡을 막고자 하는 맹자의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현 사회에서 공감적이고 정감적인 윤리학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덕윤리학으로서 재조명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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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지우학(志于學)’장 분석-주희(朱熹)의 해석을 중심으로

신상후 (이화여 )

논어 ‘지우학(志于學)’장은 공자(孔子)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스스로 거쳐 온 삶의 과정을 6단계로 

서술한 내용이다. 공자는 유학에서 인간의 이상이자 목표로 제시되는 성인(聖人)의 현현이기에, 공자의 삶의 

과정에 한 직접적 서술은 유학자들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

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특히 ‘이순(耳順)’에 한 이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주희(朱熹)는 이순을 ‘앎이 지극해져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知之之至 不思而得也]’으로 해석하 다. 불혹

(不惑)-지천명(知天命)-이순(耳順)의 단계를 지(知)의 심화과정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후 의 학자, 예컨  다산(茶山)ㆍ이토 진사이[伊藤仁齊]ㆍ초순(焦循) 등에게 거부되었다. 

이들은 ‘이순’을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나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귀에 거슬리지 않음’의 의미로 해석

하며, 주희의 해석은 공자를 신성화하려 했던 무리한 시도에서 발생한 오역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주희의 해석은 그의 심성론에 입각하여 전개된 것으로서, 이순을 포함한 6단계의 과정은 성인(聖人)

이 아닌 범인(凡人)에게 적용되는 사건이다. 주희에 해석에 하여 공자의 신성화를 문제 삼는 것은 실상 주희

가 계획한 인간의 신성화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다산이나 이토 진사이가 이런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우학’장에 한 주희의 해석은 그의 심성론의 전체 문맥 하에 이해하여야 오독을 피할 수 있으

며, 마찬가지 의미에서 인생 6단계에 한 주희의 해석을 살펴보는 일은 그의 심성론과 인간학에 한 이해를 

정돈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희가 ‘불혹-지천명-이순’을 지(知)의 심화 과정으로 이해한 것에 주목할 것이다.

주희는 불혹을 사(事)의 측면에서 아는 것, 지천명을 리(理)의 측면에서 아는 것, 이순을 사(事)와 리(理)에 

모두 통달하는 것이라 하여 구분하는데, ‘사(事)-리(理)-리사(理事)’의 진전은, 화엄(華嚴)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것처럼, ‘현상적 앎-본체적 앎-현상과 본체를 통일하는 앎’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단계의 심화

는 지식의 양이 많아지거나 지식의 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상의 질적 변형과 

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희의 심학(心學)에서 인식은 ‘ 상에 한 지식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식은 상의 포착과 

주체의 변형을 동시에 결과한다. 주희의 심학에 입각하여 지(知)의 문제를 해명할 때 이 세 단계의 구분이 이

해될 수 있으며, 지(知)의 지극함이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는 ‘행(行)의 지극함’으로 미끄러져 간

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과정 또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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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이순(耳順)’의 일상적 해석과 주희의 해석

정이(程頤)는 ｢안자소호하학론(顔子所好何學論)｣에서 안자가 홀로 좋아한 배움은 “배워서 성인(聖人)에 이

르는 방도”라고 하 다.1) 유학에서 배움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에 관한 유학의 

모든 토론과 저술은 ‘성인되기’에로 정향되어 있다.

유학의 전통에서 공자(孔子)는 성인으로 추앙된다. 성인의 말과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논어는 이 때문에 

유학의 제1의 경전이 되는 것이다. 특히 논어 ｢위정(爲政)｣의 ‘지우학(志于學)’장은 공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기에 많은 유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공자의 자술은 다음과 같다.

나는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志于學], 30세에 확립하 고[立], 40세에 의혹하지 않았고[不惑], 50세에 

천명을 알았고[知天命], 60세에 귀가 순했고[耳順],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

다[從心所欲不踰矩].

이 회고의 말은 특정한 철학적 견해에 입각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15세에 배움

에 뜻을 두고서 정진하여, 30세에는 주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40세에는 외적상황에 동요됨 

없이 자기 신념 로 행해 나갈 수 있었고, 50세에는 어찌 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60세에는 

비방의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았고, 70세에는 욕구가 자연스레 적어져 이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식의 

일상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주희는 이와 다르게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토 로 이 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일상적 해석과 주희의 해석이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은 ‘불혹’부터 ‘종심소욕불유구’의 단계이고 특히 ‘이순’의 해석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다.

주희는 ‘이순’을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으로 깨달아서 어긋나거나 거슬림이 없는 것이니, 앎이 지극해져 생

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라고 해석하 다.2) ‘이순’을 지(知)가 지극해진 경지로 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순’을 앎과 관련된 문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논어주소(論語注疏)에 보이는 정현(鄭玄)의 해석, “말을 들으

면 그 말의 깊은 뜻을 안 것이다.[聞其言而知其微旨]”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순이 지(知)의 극치일 수 있는 

형이상학적 근거와 설명은 정현에게서는 확인할 수 없다.

주희는 자신의 존재론과 심성론에 근거하여 불혹(不惑)-지천명(知天命)-이순(耳順)의 단계를 지(知)의 심

1) 二程文集 ｢顔子所好何學論｣. “성인(聖人)의 문하에 그 문도가 3천명이었는데, 유독 안자(顔子)만을 가리켜 ‘배움을 좋아한다’
고 하 다. 시(詩)⋅서(書)와 육예(六藝 禮⋅樂⋅射⋅御⋅書⋅數)를 3천명의 문도가 익혀서 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그렇다면 

안자가 홀로 좋아한 것은 어떤 배움인가? 배워서 성인에 이르는 방도 다.[聖人之門 其徒三千 獨稱顔子爲好學 夫詩書六藝 三
千子非不習而通也 然則顔子所獨好者 何學也 學以至聖人之道也]” 주희는 논어집주(論語集註)와 근사록(近事錄)에 정이의 

이 말을 채록하 다.

2) 論語集註 ｢爲政｣ 4장. “聲入心通, 無所違逆, 知之之至, 不思而得也.”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본론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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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후 의 학자, 예컨  다산(茶山)ㆍ이토 진사이[伊藤仁齊]ㆍ초순(焦循) 등

에게 거부되었다. 특히 다산은 ‘이순’이 ‘지천명’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이순을 앎의 문제로 

보지 않고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 다.

‘지천명’은 천덕(天德)을 안 것이니, 매우 고원한 경지이다. 그런데 ‘이순’이라는 것은 그보다 위에 있으니, 

이순이 어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훼방과 칭찬, 예와 치욕이 닥쳐올 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

면 마음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천명을 깊이 알아서 완전히 융화되고 익숙해졌다면 훼방과 칭찬, 예

와 치욕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귀에 거슬리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이순’이라 하는 것이다. 성인에 해 말하는 후세의 사람들은 모두 성인을 높이 추존하여 신기하고 황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서 성인이 이룬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성인은 진실로 높고 신성하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성인을 사모해서 무엇 하겠는가. 이것이 성인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도가 끝내 밝아

지지 못하는 까닭이다.3)

다산의 해석은 일상적 이해와 근접하다. 다산은 주희의 해석이 공자를 신성화하려 했던 무리한 시도에서 

나온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말하자면, 이러한 신성화가 성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성인 되는 

공부를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주희는 공자가 자술하는 6단계의 과정이 성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 후학(後學)을 위해 

가설(假說)한 것이라고 보았다.4) 생이지지(生而知之) 안이행지(安而行之)의 성인에게는 배움을 통해 점진적

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없었을 텐데 보통 사람을 위해 모범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주희에 의하면 이 6단계의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공부의 과정이자 성인 되어감의 과정이다. ‘성입심통(聲入心通)’의 ‘이순’이나 

‘종심소욕불유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달 가능한 경지이다. 다산이 지적한 ‘지나친 신성화’는 이 경지를 모

든 인간에게 가능한 경지로 이해한 주희의 인간학 전반에 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희가 ‘불혹-지천명-이순’을 지(知)의 심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는 경지로 

해석한 것은 그의 특정한 철학적 견해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 한 그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의 토 로서 그의 철학적 견해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 견해의 조망이 선행되면 이 장에 한 

3) 與猶堂全書 ｢論語古今注 爲政第二｣. “知天命者, 達天德也, 其級至高, 而所謂耳順, 又在其上, 耳順豈易言哉. 毁譽榮辱之來, 

凡逆耳之言, 不能不拂其心, 若深知天命, 渾融純熟, 則毁譽榮辱, 無可以動其心者, 無可以動其心, 則無可以逆其耳, 此之謂耳順
也. 後世言聖人者, 皆推而尊之, 爲神異恍忽之人, 邈然不可見其所成者爲何事. 聖人則固尊矣神矣, 於我了無分矣, 慕聖何爲. 此
聖人之所以不作, 而道之所以終晦也.”

4) 정이는 공자의 회고에 하여 “공자는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이다. 그런데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르 다고 말한 것은 후인

을 권면하여 나아가게 한 것이다.[孔子生而知者也 言亦由學而至 所以勉進後人也]”라고 평가하 는데, 이를 주희가 논어집주 
장하주에 채록하 으며, 사서혹문(四書或問)에서는 정이의 이 말을 “옳다.”고 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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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해석이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이해를 통해 주희 철학에서 지(知)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지우학’장에 대한 주희 해석의 토대：천본(天本)의 존재론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자 혹은 개별자로서의 사물이다. 현실의 개별자들은 각자의 경계를 가지

고 존재한다. 이 경계는 개체가 갖는 한정인데, 이 한정이 없다면 개체는 존재할 수도, 인식될 수도 없다.5)

현실적 경험의 상과 주체가 모두 한정적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구체적으로 형이상학은, 개체가 

아닌 전체, 상 가 아닌 절 의 존재와 의미를 논한다. 이는 초월적 사유이다. 초월적 사유의 상은 그 구체

적 의미에 따라 본질, 본래성, 전체, 절 , 일자 등으로 불린다. 한정이 없는 무한자라는 의미에서 전체, 절 , 

일자라는 이름이 매겨지고, 그 무한자가 개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자 개체의 존재를 근거지우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질, 본래성이라는 이름이 매겨지는 것이다.

주희의 일자는 천리(天理), 리(理), 도(道), 태극(太極)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천(天)이다. 이를 ‘천본의 존재

론’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6) 천(天)이란 쉼 없는 자연의 운행으로부터 체득되는 일정한 이치이자 법으로

서, 곧 천리를 말한다. 이 천리는, 그것이 천(天)이라고 불리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운행의 법칙이며, 

이 천리로 운 되는 세계가 무수히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듯이 수많은 내용을 지닌다. 천리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합한 명칭인 것이다.

유학에서는 이 천리의 성격을 ‘생(生)’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천리가 모든 이치를 합한 명칭이고 또 ‘무극이

태극(無極而太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무한의 일자인데, 낳고 살리는 이치로서의 생생지리(生生之理)

가 어떻게 모든 이치를 포함하는 일자가 될 수 있는가? 자연현상만 놓고 보아도 가을과 겨울은 낳고 살리기 

보다는 잎과 열매를 떨어뜨리는 일을 주로 하며, 천리를 온전히 체행한 성인도, 순(舜)이 사흉(四凶)을 죽이고 

공자가 소정묘(少正卯)를 죽인 것처럼, 법을 집행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일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생(生)을 말하는 것은 그 범위가 좁지 않은가?

주희의 설명에 따르면 천지나 성인이 사람이나 물건을 죽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살리기 위함이다. 

5) 현실의 사물들은 이런 의미에서 상 적 존재이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선은 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렇

듯 반  개념을 갖는 것들은 그 상 성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사과’와 같은 것은 어떠한가? 사과의 상 성은 반 (contrary)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정(contradition)에 의한 것이다. 사과는 ‘사과 아닌 것’이 있을 때만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다.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한 도화지를 보고 ‘이것은 사과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것이 사과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배경으로 사과 아닌 것들이 함께 인식되어야 한다. 즉, ‘x는 A이다’라는 긍정판단의 인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x는 ∼A가 아니다’의 부정판단의 인식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한 설명은 한자경, 일심의 철학(서
울: 서광사, 2002), pp 117-119 참조.

6) 이 개념어는 정이가 불교와 유학의 존재론적 근원의 차이를 “성인(聖人)은 하늘에 근본하고 석씨(釋氏)는 마음에 근본한다.[聖
人本天 釋氏本心]”(二程遺書 ｢附師說後｣)는 말로 표명한 것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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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 열매를 떨어뜨리는 일은 잎이나 열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일 뿐이지만 그 나무, 혹은 전체 초목의 입장

에서 보면 이듬해 봄에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이므로 결국 생(生)을 위한 일이 된다. 성인이 

역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것도 그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만 죽음일 뿐이지만 사회 전체,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죄인이 죽음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므로 이 역시 생(生)을 위한 일이 된다. 모든 

리(理)가 생(生)의 리(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개별자의 입장을 벗어나 지공무사(至公無私)의 관점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명원리인 천리와 공(公)이라는 보편성이 연결되는 것이다.

유학의 일자가 이러한 생명원리이기에 세계 내 다자들은 그 생명원리에 의해 낳고 길러진 존재로 설명되며, 

이런 의미에서 세계 내 존재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명(西銘)｣에서 장재(張載)가 “백성은 

나의 동포요, 물건은 나와 함께 있는 존재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라고 선언한 것이 이런 뜻이다.

그런데, 장재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동포의식은 개체 간의 연속성을 설명해줄 뿐이다. ‘만물과 

나는 천(天)이라는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동기간’이라는 의미는 전달할 수 있지만 천(天)과 내가 어떤 관계인

지에 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성즉리(性卽理)’의 이념을 도입한 이후에 분명

해진다.

유학에서 천 혹은 천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나 기독교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천리는 현실 세계를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의 원리로서 천리는 만사만물의 본질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바, 내재되어 있을 

때의 천리는 성(性)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이 ‘성즉리’의 이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체들이 소유하는 

성(性)이 일자로서의 천리와 같다는 점이다. 천리가 개체에 부여되면 이를 ‘성’이라 이름하여 구분하지만, 천

리와 성의 실상은 같다.7) 초월적 본체는 개별자 안에 존재하는 내재적 본성이 된다. 천본의 존재론과 성즉리

의 이념을 통해 본체와 현상의 간격 없음[體用一源 顯微無間8)]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형이상의 측면에서 모든 존재 안에는 천리가 흐르고 있고, 형이하의 측면에서 모든 존재는 이 천리의 표현

이자 발용이라고 할 때, 인간의 사명은 형이상과 형이하를 유기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정적 개

체의 자리에서 무한정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명을 달성한 인격이 성인이다. 성인은 보편성과 개별성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인의 

마음은 천리와 차이가 없다. 개별적 마음이 곧 보편적 본성과 일치하는, 공(公)적 마음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7) 주희는 논어에 자공(子貢)이 “공자께서 성(性)과 천도(天道)를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하 다.[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
聞也]”고 한 말에 주(註)를 달면서 “성은 사람이 부여받은 천리요, 천도는 천리자연의 본체이니, 그 실제는 하나의 리(理)이다.

[性者人所受之天理 天道者天理自然之本體 其實一理也]”라고 하 다.

8) 이 말은 본래 정이가 ｢역전서(易傳序)｣에서 한 말로, 여기에서 체(體)는 리(理)이고 용(用)은 상(象)을 가리킨다. 이를 주희는 

“‘체용일원’이라는 것은, 리를 중심으로 보면 리가 체가 되고 상이 용이 되는데, 리 가운데 상이 있으므로 ‘하나의 근원’인 것이

다. ‘현미무간’이라는 것은, 상을 중심으로 보면 상이 현(顯)이 되고 리가 미(微)가 되는데, 상 가운데 리가 있으므로 ‘간격이 

없는 것’이다.[體用一源者 自理而觀 則理爲體 象爲用 而理中有象 是一源也 顯微無間者 自象而觀 則象爲顯 理爲微 而象中有理 
是無間也]”라고 설명하 다.(朱子大全 ｢答何叔京｣) 즉 ‘체용일원’은 본체를 중심으로 본체-현상의 일원성을, ‘현미무간’은 

현상을 중심으로 본체-현상 간의 간격없음을 논한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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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천리 로 행위하게 된다. 이를 형용하는 말이 ‘종심소욕불유구’이다.

주희는 논어의 ‘지우학’장을 ‘종심소욕불유구’의 성인이 되는 과정의 묘사로 이해하 다. 인간은 어떤 과

정을 거쳐 성인이 되는가? 어떤 공부를 통해 본체와 현상의 간격 없음의 실현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3. 성인의 지(知)와 범인의 지(知)

유학에서 배움의 목표가 ‘성인되기’에 있다는 것은 보통의 인간은 성인과 같이 인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는 것, 즉 본체와 현상의 간격 없음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성인과 범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희의 철학에서 모든 존재는 그 안에 천리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다만 사적 자기의식과 욕망이 천리의 

발현에 왜곡을 가져올 뿐이다. 성인과 같은 공적 마음을 지니지 못한 것이 성인과 달라지는 원인이다. 공적 

마음은 사적 의식이나 욕망으로 가려지지 않은 본심 자체이다. 이 본심은 천리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결국 성

인이 되기 위한 공부는 이 본심을 보존하여 본성의 발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9)

심을 통한 본성의 발현은 사적 욕망이나 계교로 인해 왜곡되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적 의식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순간에 본성의 온전한 발현을 발견하기도 한다. 맹자(孟子)가 제시하는 ‘어린 아이가 우물

에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측은지심의 발현’이 이러한 사례라고 하겠다. 왜곡된 발현이 사적 의식의 개입 때문이

라면 거꾸로 그 개입이 없을 때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맹자(孟子)는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양지(良知)’와 배우지 않고도 능한 ‘양능(良能)’의 예로 어린 아이

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과 장성한 이가 형을 공경하는 것을 거론하 다.10)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배우거나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기에 생득적이고 선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선험적 앎을 소유하고 있기에 인의(仁義)의 도덕원리가 천하에 통용될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

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앎은 진정한 앎일 수 없다. 사유 과정 없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되어 나왔던 앎일 

뿐, 천리를 자각하거나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의 방향이나 원리가 자각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앎

은 온전한 앎이 아니다. 이 비자각적 앎에 삶을 맡기기에는 본성을 가리는 사적 의식의 침범이 너무나 빈번하

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되는 공부에는 이 앎을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지(知)의 심화과정이 요청된

다.

양지ㆍ양능의 사례로 부모에 한 사랑과 형에 한 공경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유학에서 지(知)의 문제를 

9) 이런 맥락에서 주희는 ‘지우학’장을 본심과 관련하여 해석한 호인(胡寅)의 설을 채록하 으며, 진력(陳櫟)은 ‘지우학’장에 하

여 “이 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심학이다.[此章始終一心學也]” 하 다.(論語集註大全 ｢爲政｣)
10) 孟子 ｢盡心上｣.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은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 어린 아이가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장성해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
知也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也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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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知)의 심화는 바로 이 양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시작으로서

의 앎은 바로 인륜적 현실에서 적용되는 도덕적인 앎이다. 이는 성인이 되는 공부에서 시급한 앎이 도덕적 

앎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모든 존재는 천리의 발현이고 천리를 성(性)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륜적 상황과 관련된 앎뿐만 

아니라 초목과 조수, 별과 행성 등에 한 지식을 쌓는 것도 천리에 한 확인이자 인식이 될 수 있지 않겠는

가? 어째서 외부 사물의 성질이나 생태에 한 지식은 인륜적 도덕 지식에 비해 중요성이 덜 한가?

외부 세계에 한 지식을 쌓는 공부로 이해되는 ‘격물(格物)’에 하여, 이것이 외부 사물에 한 탐구인지, 

인륜적 상황에 한 탐구인지 묻는 제자에게 정이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얽매일 필요 없다. 눈앞의 모든 것이 이 ‘물(物)’ 아님이 없으니, 사물에는 모두 리(理)가 있다. 예컨  불이 

뜨거운 까닭과 물이 차가운 까닭으로부터 군신ㆍ부자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리이다.11)

천리는 본체적 리와 현상적 리로 구분되는데, 이를 정주학(程朱學)의 용어로 하면 소이연지리(所以然之理)

와 소당연지칙(所當然之則)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리는 예컨  불은 뜨겁고 물은 차갑다는 법

칙이다. 본체적 리, 즉 소이연지리는 물의 차가움과 불의 뜨거움의 근거로서의 형이상학적 원리이다. 이 소이

연과 소당연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소당연지칙이고 이 친함의 형이상학적 근거인 

인(仁)12)은 소이연지리이다. 모든 사물이 천리의 발현이기 때문에 ‘물의 차가움’과 ‘부자간의 친함’은 모두 소

당연에 해당한다. 주희에게 있어 존재와 당위,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은 구분되지 않는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이 필연이자 당연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친목하는 것도 필연이자 당연이다. 

그래서 정이는 ‘격물’의 ‘물’이 어떤 것도 될 수 있다고 하 다. 어떤 사물이건 이 천리이기 때문에 탐구의 

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희는 이 말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정이의 말을 

보완한다.

격물에 한 논의에 있어 이천이 비록 “눈앞의 모든 것이 이 ‘물’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 탐구함[格]

에 있어서는 완급과 선후의 차례가 있어야 하니, 어찌 ‘한 초목과 기용에 마음을 보존하면 홀연히 깨달을 것이

다’라고 여긴 것이겠는가. 지금 이 학문을 하면서 천리를 궁구하지 않고 인륜을 밝히지 않고 성인의 말을 강습

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통달하지 않고서 한 초목과 한 기용에 올연 마음을 보존한다면 이것이 무슨 학문이겠는

11) 二程遺書 ｢楊遵道錄｣. “不拘. 凡眼前無非是物, 物皆有理. 如火之所以熱, 水之所以寒, 至於君臣父子間, 皆是理.”
12) 부자유친의 소이연지리, 즉 형이상학적 근거는 인(仁)이다. 이에 하여 진순(陳淳)은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인(仁)이고, 군

신유의(君臣有義)는 의(義)이고,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예(禮)이고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지(智)이고 붕우유신(朋友有信)은 

신(信)이다.”(北溪字義 권上)라고 명시화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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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처럼 하고서 얻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모래를 끓여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13)

천리의 인식이 모든 사물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선후와 완급의 차례가 있다. 초목과 기용에 

하여 마음을 쓰는 것은, 전혀 소용없는 일은 아니지만, 완급의 차례가 뒤바뀐 것이다. 시급한 것은 인륜적 

상황과 관련된 지식의 탐구이다. 탐구의 차례가 이처럼 설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인륜적 법칙은 자연물

의 법칙보다 더 시급히 알아야 하는 상이 되는가? 

유도원(柳道源)은 주희의 이 말을 자신의 일성록(日省錄)에 기록하 는데 그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격물 공부는 마땅히 오륜(五倫)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 만약 사물의 지엽적인 것에 하여 깊이 탐구하면 

도리어 이륜(彛倫)을 알지 못하게 되니, 전혀 절실함[親切]이 없는 것이다.14)

인륜적 법칙이 지(知)의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까닭은 그것이 내 몸에 가깝고 절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배움

의 목표는 지식의 축적에 있지 않고 성인이라는 인격에 도달함에 있다. 성인은 자신이 처한 인륜적 상황에서 

천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앎은 인륜적 상황 안의 나, 나의 

행위와 관계된 앎이다. 내 몸에 가깝고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인륜 법칙의 탐구가 더 시급한 것이다.

인륜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지식, 예컨  초목이나 기물에 한 지식이 부차적인 것이라는 점은 ‘생이지지’
로 일컬어지는 성인의 앎에서 이것들이 제외된다는 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15) 성인의 지(知)는 모든 것을 

아는 신적 경지, 즉 전지(全知)가 아니다. 지의 극치에서 요구되는 것은 모든 지식의 섭렵이 아니라 인륜적 

도덕 법칙과 그 근거를 아는 것이라 하겠다.

4. 지의 극치[知至]에 이르는 지(知)의 심화：‘불혹’에서 ‘이순’까지

그렇다면 도덕적 앎의 극치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지지(知至)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배움에 뜻을 

두는 것[志于學]’이다. 이 배움은 성인됨을 목표로 하는 배움이다. 뜻을 둔다는 것을 주희는 ‘언제나 이것을 

13) 朱子大全 ｢答陳齊仲｣. “格物之論, 伊川意雖謂眼前無非是物, 然其格之也, 亦須有緩急先后之序, 豈遽以爲存心于一草木器用
之間而忽然懸悟也哉. 且如今爲此學, 而不窮天理明人倫講聖言通世故, 乃兀然存心于一草木一器用之間, 此是何學問. 如此而望
有所得, 是炊沙而欲其成飯也.”

14) 蘆厓集 ｢日省錄｣. “格致之工, 當以五倫爲本, 若於事物枝葉上竆格, 而却不能理會彝倫, 全欠親切.”
15)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생이지지’에 한 설명으로 윤형(尹焞)이 “나면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의리일 뿐이니, 예악과 물건에 

한 명칭과 고금의 사변으로 말하면 또한 반드시 배우기를 기다린 뒤에야 그 실제를 징험할 수 있는 것이다.[蓋生而可知者 
義理爾 若夫禮樂名物古今事變 亦必待學而後 有以驗其實也]”라고 한 말을 채록하 다.(論語集註 ｢述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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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 行(守)

志于學
立

不惑
知天命
耳順

從心所欲不踰矩

생각함[念念在此]’으로 해석하 다.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모든 인간에게는 천리가 보존되어 있다

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이 믿음을 현실에서 실현하겠다는 노력을 언제나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우학’
은 지(知)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행(行)을 요구하는 단계이다.16)

배움에 뜻을 두고 정진하면 지(知)의 심화과정, 불혹-지천명-이순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주희는 ‘지우

학’장의 6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여기에는 본디 세 조목이 있다. ‘지우학’에서 ‘립’까지는 지향할 바를 알아서 강을 잡아 정한 것이니, 지키

는[守] 일이다. ‘불혹’은 잡아 지킨 강의 내면에 나아가 분명하게 이해한 것이니, 지(知)의 일인바, 여기에서 

진보할 수 있다. ‘불혹’에서 ‘이순’까지는 지(知)의 지극함이다. ‘불유구’는 지키지 않고서도 견고한 것이니, 지

킴[守]의 지극함이다.17)

여기에서는 지와 행의 범주를 지와 수(守)의 범주로 바꾸어 논하 으며 ‘지우학’을 수(守) 즉 행(行)의 범주

에 소속시켰는데, 위에서 약술하 듯이 ‘지우학’은 행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구분도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8) 이 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단계를 주희는 ‘지우학-립’, ‘불혹-지천명-이순’, ‘종심소

욕불유구’의 세 가지 조목으로 나누고 ‘불혹-지천명-이순’을 

지(知)가 진보하여 지극함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산은 지천명이 이미 지(知)의 지극함이라고 하여 이순을 지

(知)의 극치로 보는 주희의 해석을 반박하 는데, 주희에게 있

어서는 지천명을 넘어서는 지(知)의 단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

다. 지(知)의 심화로서 이 세 단계는 각각 어떤 경지를 의미하

는가?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불혹’은 “사물의 당연한 바에 하여 모두 의심함이 없는 것[於事物之所當然 皆無
所疑]”으로, ‘지천명’의 천명은 “사물의 당연한 바의 소이연[事物所以當然之故]”로 해석하 다. 이 해석에 입각

하면 ‘불혹’까지의 과정과 ‘지천명’까지의 과정은 지향하는 앎의 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문호

(朴文鎬)는 천명에 한 주희의 주석에 하여,

16) 朱子語類 ｢吾十有五而志于學章｣ 95조목. “배움에 뜻을 두는 것은 행(行)을 요구하지만 지(知)를 중시한다.……배움에 뜻을 

두는 것은 지(知)의 시작이다.[志學亦是要行 而以知爲重…志學是知之始]”
17) 朱子語類 ｢吾十有五而志于學章｣. “自有三節, 自志學至於立, 是知所向, 而大綱把捉得定, 守之事也. 不惑是就把捉裏面, 理會

得明, 知之事也, 於此則能進. 自不惑至耳順, 是知之極也. 不踰矩是不待守而自固者, 守之極也.”
18) 주희는 이 6단계를 논어집주에서 지(知)와 수(守)의 범주로 나누어 해석하 는데, 이 장에 한 토론에 있어서는 ‘지-수’의 

구분보다 익숙한 ‘지-행’의 구분을 더 많이 사용하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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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於事物之所當然〕를 이어서 거기에 하나의 ‘이(以)’자를 더함으로써 은미하게 의(義)와 리(理)의 

구분이 있게 되었다. ‘소당연(所當然)’은 ‘의(義)’이고, ‘소이당연(所以當然)’은 ‘리(理)’이다.19)

하여, 불혹의 상을 소당연으로서의 의로, 지천명의 상을 소이당연으로서의 리로 설명하 다. 소당연의 

의와 소이연의 리는 천리의 용과 체, 즉 천리의 현상과 본체이다.20) 본체로서의 천리가 현상계의 특수한 상황

에서 발현될 때,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함[宜]이 의(義)이다. 소당연의 리는 구체적 상황에서 ‘합당함’으로서 주

어진 도덕규칙들이다.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고 친구와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도덕규칙이 불혹

의 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주희는 “불혹은 일의 차원에서 아는 것이다.”21)고 설명하기도 하 다.

구체적 상황 준칙들에 한 명료한 앎은 그 준칙의 성립 근거에 한 탐구로 진입하는 조건이 된다. “불혹에

서 비로소 지(知)가 진보할 수 있다.”는 주희의 말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지천명까지의 과정에서 

그 앎의 상인 천명은 즉 소이연은 소당연의 성립 근거로서 천리의 본체에 해당한다. 부모에 한 효도나 

붕우 간의 신의 지킴이라는 규범이 있을 때, 왜 그것이 당위로서 성립하는지 본원적 근거를 아는 것이 지천명

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주희는 “지천명은 리의 차원에서 아는 것이다.”22)고 설명하 다.

지천명의 단계에서 이미 천리의 본체적 앎까지 성취되었다면 ‘이순’에서는 또 어떤 심화가 가능할 것인가? 

주희는 이순을 “일과 리에 모두 통달함”23)으로 설명하 는데, 이 설명은 마치 본체로서의 천리를 안 뒤에 다

시 그것을 현상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체와 현상의 천리는 간격이 

없는 하나이다. 또 본체에 한 앎은 현상적 앎을 기반한 것이기에 본체적 앎에서 다시 현상적 앎을 포괄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순’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이순에 한 주희의 해석은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不思而得]”이라는 말에 착안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중용에 ‘성자(誠者)’에 한 서술에서 다음과 같이 보인다.

19) 論語集註詳說 ｢爲政｣. “因上註而添一以字, 微有義與理之分, 蓋所當然, 義也, 所以當然, 理也.”
20) 홍직필(洪直弼)은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 다.

“소당연과 소이연은 모두 리를 가지고 말한 것인데, 소이연은 체가 되고 소당연은 용이 된다. 용은 사물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물당연지‘리’라고 말한 것이고, 체는 은미하여 보기가 어려우므로 사물소이연지‘고’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불혹’은 

당행지리에 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지천명’은 이 당행지리를 통하여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所當然所以然 
皆以理言 而所以然爲體 所當然爲用 用見於事物 故以事物當然之理言之 體隱而難見 故以事物所以然之故言之 然則不惑者 不
疑於當行之理 知命者 由此當行之理 而洞見其實體也]”(梅山集｢答申景敍｣)
소이연과 소당연은 모두 리인데 리의 체와 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불혹은 리가 사물에 드러난 바로서 마땅히 행해야 한 

원칙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지천명은 이 리의 용을 통하여 리의 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 朱子語類 ｢吾十有五而志于學章｣ 108조목. “不惑是事上知.”
22) 위의 책, “知天命是理上知.”
23) 위의 책, “耳順是事理皆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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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자는 하늘의 도요 성실히 하려는 자는 사람의 도이다. 성실한 자는 힘쓰지 않고도 도에 맞으며 생각

하지 않고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도에 맞으니 성인이요, 성실히 하려는 자는 선을 택하여 굳게 잡는 자이다.24)

성실한 자는 바로 천리와 하나된 성인이다. 천리와 하나됨은 천리를 온전히 아는 것과 천리를 온전히 행하

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천리를 온전히 아는 것을 중용에서는 “생각하지 않고도 안다.”는 말로 묘사하 는

데, 주희가 이를 채택한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도 안다는 것은 어떤 말이나 상황에 하여 사색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것의 소당연과 

소이연이 이해된다는 말이다. “마치 어떤 일에 임함에 칼을 면 해체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법도에 맞게 

되므로 사색할 필요가 없다.”25)는 것이다. '지천명'에서 이순에 이르는 과정은 새로운 앎이 획득되는 것이 아

니다.26) 소당연과 소이연의 앎이 완숙해짐으로써 노력하지 않아도 통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 이순이다. 상달

(上達)과 하학(下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지, 초월과 현실, 본체와 현상을 자유롭게 오가는 경지가 이순의 

경지이다.

양방향의 운동이 성인에게 자유로운 이유는 성인은 천리에 한 앎을 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리의 발현과 천리의 본체, 이 두 경계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를 천리의 발현으로 이해하

고 인간성의 완성을 천리와 하나 됨으로 설정한 주희의 철학에서 이순은 본체적 앎과 현상적 앎의 통일이라는 

의미에서 지(知)의 극치로 이해된다. 이순은 앎에 있어서의 본체-현상의 통일이다. 이것이 본체-현상의 통일

을 실현하는 성인의 앎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의 극치로서의 이순은 이순에 한 일상적 해석, ‘비방이 귀에 

거슬리지 않음’의 의미도 그 안에 포괄한다. 주희의 해석에서 외적 상황에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의 태도는 

이미 ‘립’과 ‘불혹’에서 달성되었다고 본다.27) 현상적 도덕 법칙에 한 확고한 앎이 달성되었다면 이치에 맞

지 않는 비방에 마음이 동요되거나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순’은 이미 이러한 부동심의 단계를 지나온 경지

이다. 어떤 것이든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레 이해되는 이 경지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비방이 마음을 요동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비방에 하여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도 그것에 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지(知)의 극치에 도달한 공적 마음은 어떤 것에도 분노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어떤 것이든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천리를 거스르고 본성을 가리는 행위

24)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25) 朱子語類 ｢吾十有五而志于學章｣ 101조목. “如臨事迎刃而解, 自然中節, 不待思索.”
26) '지천명'과 ‘이순’이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희는 ‘지우학’에서부터 ‘지천명’까지는 힘써 공부해야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천명’에서 ‘이순’까지는 노력을 하는 듯 하지 않는 듯해서 저절로 이순에 이른다고 하 고, ‘이순’에서 ‘종심소욕불유구’까
지는 노력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불유구에 도달한다고 하 다.(四書或問 ｢論語 爲政第二｣)

27) 주희는 ‘립’에 하여 “단지 외물이 동요할 수 없는 것이다.[只是外物動搖不得]”(朱子語類 ｢吾十有五而志于學章｣ 77조목) 

하 으며, ‘불혹’에 하여 맹자의 부동심이 이것과 유사하다고 하 다.(朱子語類 ｢吾十有五而志于學章｣ 79조목)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373

차세대 유학자

나 말도 모두 수용한다는 의미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비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의 시비를 따지지 않

고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행위나 말이 천리라는 생명 원리를 위배하여 삶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

는 것이라면 유학의 성인은 그것에 하여 분노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성인의 분노가 부동심일 수 있는 것은 그 분노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상황과 상 에 있기 때문이다. 사적 

의식이 없는, 공적 마음의 성인은 그 행위가 마치 고정된 모양이 없는 물과 같다.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둥근 

모양이 되고 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모난 모양이 되는 것처럼, 면한 상 에 따라 화내야 하면 화를 내고 기뻐

야 하면 기뻐할 뿐이다. 성인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28) 이것이 공심

으로 분노하는 것이다.

이순에 한 일상적 해석은 마치 성인을 어떤 것에도 분노하지 않는 돌부처인 것처럼 이해하게 한다. 주희

의 해석에서 이순은 부동심을 내함하지만 그 부동심의 의미가 일상적 해석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순의 

성인은 기쁨ㆍ분노와 같은 감정을 해소해버리지 않고 절도에 맞게 하는[中節] 인격이다. 절도에 맞게 하기 위

해 절도에 한 철저한 앎이 필요하고(불혹과 지천명), 더 나아가 그 절도와 하나 된 경지가 제시되는 것이다.

(이순과 종심소욕불유구) 

5.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주희의 철학에서 ‘지(知)’는 천리를 아는 것인데, 이 천리는 존재의 근원으로서 본체

적 측면(소이연)과 그것의 현상적 드러남(소당연)이라는 두 층위를 갖는다. 성인은 이 두 층위의 간격 없음을 

실현한 인격으로서, 성인의 지(知)는 현상적 앎과 본체적 앎을 모두 획득하여 둘을 통일한 경지를 의미하는바, 

이를 ‘지우학’장의 용어로 하면 ‘이순’이 된다. 

이러한 경지의 앎과 실천에 하여 “주로 봉건적 도덕 원칙에 한 실천을 가리키는 협애하고 단편적인 것”
이라는 평가가 있다.29)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인의 앎과 실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륜적 상황의 원칙과 

질서이다.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륜적 원칙과 질서, 즉 의(義)와 예(禮)는 천리의 발현이다. 따라서 구체화된 도덕규범은 만물을 

살리고 낳는 생명 원리로서의 천리와 간격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 위에 사람을 올려놓는 위계적 봉건 질서

가 과연 이 천리와 간격 없는 것일 수 있겠는가?

28) 이러한 성인의 경지는 공자가 애공(哀公)에게 안회의 호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언급되었다. 공자는 호학하는 제자를 

묻는 애공에게 “안회라는 자가 배움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아직 배움을 좋아한다는 자를 듣지 못하 습니다.[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
短命死矣 今也則亡(無) 未聞好學者也]”라고 답하 다.(論語 ｢雍也｣)

29) 방립천, 김학재 역,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예문서원, 1998),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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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철학은 인간을 ‘천리를 실현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 안의 천리를 실현하면 곧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인간학과 위계적 규범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인간 위에 인간을 

올려놓는 규범 체계는 성리학적 인간관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위계적 규범을 지켜온 것은 자신의 이론에 

철저하지 못했던 성리학자의 책임이다. 오늘날을 사는 성리학자, 유학자는 이전의 선배들이 수정하지 못한 

잘못을 수정해야 할 사명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의 천리를 유한의 인륜 속에 들여오되, 그것이 

생명 원리로서의 천리를 위배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천지생물지리(天地生物之理)

가 이 시 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 이 시 에 합당한[宜] 도덕 원리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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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회의 ‘物理之極處無不到’ 해석에 입각한 퇴계의 ‘理到’說 再論

- 퇴계의 理到說은 理活物說인가 -

이범기 (고려  철학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본체 차원의 理와 작용 차원의 理
3. 物理之極處無不到와 知性
4. 만회의 情之親切(呈露)과 퇴계의 理自到
5. 나가는 말

국문요약

학계의 일부에서는 퇴계의 리도설을 퇴계철학에서 리의 능동성 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 왔다. ‘리
의 능동성’ 테제는 ‘리도’에 한 여러 해석들 중 독특한 한가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理到란 명제가 철학사

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퇴계가 실제로 리가 능동성을 갖는다고 생각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게도 퇴계의 

학설을 비판하 던 학자들이 퇴계가 말한 理를 活物로 몰아감으로써 파생되었던 논란이었다. 이후 조선 학계

에는 理의 生活運動에 해서 ‘비판하는 입장’와 ‘옹호하는 입장’이 마치 竝存하는 것처럼 각인되어 왔다. ‘理 
活物說’이 퇴계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그의 비판자가 날조해낸 환 인 것이다. 본고에서 理到說의 의미를 격물

과 물격과 관련하여 조망할 때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퇴계는 마음을 벗어나

지 않는 ‘理의 用’이 死物임을 배격한 것이며 ‘理’ 자체가 活物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物格’에 한 주자의 주석인 ‘物理之極處無不到’의 의미는 物理之極處에 ‘내’가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物理之極處’가 이른다고 해석하는 것이 物格, 理到說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활연관통이란 격물궁리 공부의 축적을 통한 ‘도덕적 경지’를 가리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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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고의 목적은 조선 후기의 학자 晩悔 權得己1)의 격물과 물격의 해석을 바탕으로 퇴계가 말한 ‘理到’의 내용

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계의 일부에서는 퇴계의 리도설을 퇴계철학에서 리의 

능동성 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 오고 있다.2) 본고에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리가 실제

로 능동성을 갖는지, 혹은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지의 여부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리의 능동성’ 테제 역시 ‘리도’에 한 여러 해석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연구자들에게 있어 

‘理到說’ 자체에 한 탐구는 ‘리의 능동성’ 담론과는 전혀 무관한 차원에서 파생된 문제의식의 소산일 수 있기 

때문이다. 

理到란 명제가 철학사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퇴계가 실제로 리가 능동성을 갖는다고 생각했는지의 여

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퇴계의 학설을 비판하 던 학자들이 理到의 ‘到’를 ‘살아서 운동한다

[生活運動]’3)라고 이해한 뒤에 퇴계가 말한 理를 活物로 몰아감으로써 파생되었던 논란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到’를 ‘生活運動’으로 해석함으로써 이후 조선 학계에는 理의 生活運動에 해서 ‘비판하는 입장’와 ‘옹호하는 

입장’이 마치 竝存하는 것처럼 각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허구적 관념들을 걷어내고 理自到에 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리의 능동성 여부라는 이론적 틀에만 함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리도설을 오로지 리의 능동성에 입각하여 조망하는 것이 리도에 한 편협한 해석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퇴계가 말한 리자도는 리가 능동성을 갖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담론일 수도 있는 것이다. 

비판적 입장에 있던 그들 자신의 해석에 입각해서 ‘到’를 ‘살아서 운동한다’라고 해석했던 것이지 실제로 퇴계

가 리를 살아서 운동한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理 活物說’이 퇴계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그의 비판자가 날조해낸 환 이었음을 통해서 입증될 것이다.

만회가 밝히고 있듯이 ‘到’字에는 往到, 來到라는 字意의 초보적 의미 뿐만이 아니라 ‘曉解’, ‘親切’, ‘呈露’4) 
등의 중층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만회의 이러한 통찰은 ‘리도’ 해석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퇴계가 

1) 1570(선조 3)∼1622(광해군 14). 본관 安東. 字는 重之. 號는 晩悔. 禮曹判書 權克禮의 아들로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

하 고, 1610년(광해군 2)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예조좌랑이 되었다. 광해군이 인목 비를 서궁에 유폐하는 등 정치

가 어지러워지자, 高山道察訪을 사임하고 야인으로 일생을 마쳤다. 문집에 晩悔集, 然松雜記가 있다. 

2) 이상익 교수는 최근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퇴계는 晩年에 ‘理의 능동성’을 적극 옹호했거니와, 

이는 ‘形而上者가 어떻게 스스로 作爲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야기한다.” 이상익,｢성리학의 재구성인가, 해체인가?

｣, 퇴계학보제133집, 2013, 302쪽.

3) 宋子大全, 卷64 書, ｢答李幼能 戊申十一月二十六日｣, “ 而惟退溪所謂理是活物之云, 終未解破, 極令人悱憤耳. 如書非活物, 而
亦隨人看, 讀有盡未盡. 豈可謂其至於盡者, 以其有生活運動之故耶.

4)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到者。只是言曉解之意。”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到猶懇到之到.”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書｣, “到字, … 只是呈露之意. 如今俗言情之親切者曰情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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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한 理到에서 ‘到’의 의미가 그의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心이나 氣라는 매개없이 물리적 공간을 이동한

다는 의미가5) 아니라면 그들의 비판은 허수아비 비판이 될 공산이 큰 것이다.

본고에서 理到說의 의미를 격물과 물격과 관련하여 조망할 때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퇴계는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理의 用’이 死物임을 배격한 것이지 ‘理’ 자체가 活物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物格’에 한 주자의 주석인 ‘物理之極處無不到’의 의미는 物理之極
處에 ‘내’가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物理之極處’가 이른다고 해석하는 것이 물격, 리도설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활연관통이란 격물궁리의 축적을 통한 ‘도덕적 경지’를 가리킨

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理自到’에 한 철학적 규명의 결론은 ‘理의 능동성’에 한 옹호나 또는 ‘理의 능동성’에 한 

거부로 귀속되지 않는다. 논자는 ‘理到’가 제기된 격물과 물격이라는 논의의 틀을 통해서 이러한 논지를 입증

할 것이며, 아울러 理到說에 한 그릇된 이해의 진원지 역할을 담당해온 ‘理 活物’說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

써 ‘理의 능동성 담론’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주제어: 物理之極處, 物格, 活物, 到, 呈露, 境界

2. 본체적 차원의 ‘理’와 작용적 차원의 ‘理’
‘리의 능동성 담론’의 형성은 理到에 한 올바른 이해여부와는 무관하게도 理到說을 반박하려고 했던 학자

들의 지 한 기여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리의 능동성 담론’은 태생적으로 ‘리의 능동성’을 

긍정하려는 목적에서 촉발된 논의가 아니라 배격과 비판의 표적으로서 조선학계에 등장한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판의 표적이던 ‘理 活物說’이 현  학계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허수아비 비판의 

제물이 된다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퇴계의 理到說에 한 올바른 해석도 아니라는 점에서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理 자체가 活物이라는 주장은 ‘朱子學적 근거’가 부재하고, 설령 ‘理 活物說’을 옹호하면서6) 

‘理 活物說’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반격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퇴계의 철학적 입장을 계승하는 것과

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퇴계는 理를 體의 측면과 用의 측면으로 구분하기에 앞서  학혹문과 주자어류에서 주자의 문답

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서 인용한다. 

5) 宋子大全, 卷104 書, ｢答金直卿，仲固 丙辰三月二十七日｣, “其大意, 蓋曰理不是死物, 故能詣其極, 詳此語意則似若以爲理是
活物, 故能隨人所格而自此至彼也, 此尤後學之所惑. (그 체적인 뜻은 ‘理는 죽은 것이 아니므로 지극한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한 것으로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理는 살아 있는 것이므로 능히 사람의 궁구하는 바를 따라 여기서부터 저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으니, 이것이 더욱 후학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점이네.)

6) 이를테면 퇴계의 후학을 자처하 던 葛庵 李玄逸, 淸臺 權相一, 藥山 吳光運 등이 그렇다. 이승환, ｢ 퇴계의 리발⋅리동⋅리도

설에 한 언어분석적 해명｣, 국제퇴계학회자료집, 2012, 7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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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는 말하길 “사람이 공부해 가는 데 있어 두 축은 心과 理일 뿐이다. 心은 온 몸의 주인일 뿐이지만 그 

體의 虛靈함은 天下의 理를 통괄할 수 있으며, 理는 만물에 흩어져 있지만 그 用의 미묘함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니 애당초 안과 밖, 정미함와 거침으로 구분할 수 없다.”7)라고 하 네. 그 소주

에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用의 미묘함이란 心의 用이 아닌가요?”라고 하니, 주자가 답하길 “理에는 반드시 

用이 있기 마련이니 어찌 굳이 또 이것을 心의 用이라고 말하겠는가! 心의 體는 이 理를 갖추고 있으며 理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어떤 사물도 理가 있지 않음이 없다. 하지만 理의 用은 실로 사람의 心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理는 비록 만물에 있지만 用은 心에 있다는 것이다”8)라고 하 네.9)

주자는 학문을 하는 핵심 요소가 心과 理일 뿐이라고 말한 뒤에 이 둘의 관계에 해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

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의 주인이 되는데, 온 몸의 주인 역할을 하는 마음에 해서 리의 신묘함이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虛靈함은 천하의 리를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자는 마음과 리를 

안과 밖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用의 미묘함이란 心의 用이 아닌가요?”라는 제자의 물음은 愚問일 수 있다. 주자는 

‘理의 신묘한 用’을 말하 지 ‘心의 用’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리의 신묘한 용을 심의 허령한 체의 측면을 배제

하고 심의 용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理의 신묘한 用이 心의 體와 구분된 心의 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의 용 자체가 심의 체와 용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자의 물음 로라면 리의 신묘한 

용이 심의 체에는 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자는 심의 용뿐만 아니라 심의 허령한 

체 역시 리의 신묘한 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리의 신묘한 작용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자의 언설10)을 근거로 퇴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주자가 또 말하길 “理는 만물에 있지만 理의 用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 으니, 

그렇다면 理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고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필요로 하므로 스스로 이른다고 말할 

7) 이 부분은  학혹문의 구절이다. 

8) 주자어류, 18-97 問: “或問云: ‘心雖主乎一身, 而其體之虛靈, 足以管乎天下之理; 理雖散在萬物, 而其用之微妙, 實不外乎一
人之心.’ 不知用是心之用否?” 曰: “理必有用, 何必又說是心之用! 夫心之體具乎是理, 而理則無所不該, 而無一物不在, 然其用實
不外乎人心. 蓋理雖在物, 而用實在心也.” 

9) 退溪集, 卷18 書, ｢答奇明彦｣, “其說曰, 人之所以爲學, 心與理而已, 心雖主乎一身, 而其體之虛靈, 足以管乎天下之理, 理雖散
在萬物, 而其用之微妙, 實不外一人之心, 初不可以內外精粗而論也. 其小註, 或問用之微妙, 是心之用否, 朱子曰, 理必有用, 何
必又說是心之用乎. 心之體, 具乎是理, 理則無所不該, 而無一物之不在. 然其用實不外乎人心. 蓋理雖在物, 而用實在心也.” 퇴
계집과 인용된 주자어류에는 글자의 출입에 약간 차이가 있다. 주자어류에는 제자의 물음이 “用是心之用否”로 되어 있

다. ‘用’으로 말한 것이나 ‘用의 微妙함’이라고 한 것이나 理의 微妙한 用을 말한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0) 주자어류, 18-97 又云: “理遍在天地萬物之間, 而心則管之; 心旣管之, 則其用實不外乎此心矣. 然則理之體在物, 而其用在心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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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 같다고 의심하 소. 그런데도 또 말씀하길 “理에는 반드시 用이 있기 마련이니 어찌 굳이 이것을 

心의 用이라고 또 말하겠는가”라고 하 으니, 그렇다면 리의 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지만 리가 

用의 妙가 된 이유는 실제로 理가 發現한 것이니, 인심이 이르는 것에 따라서 이르지[到] 않는 바가 없고 빠뜨

리는 바가 없소. 다만 나의 격물에 부족함이 있음을 염려할 뿐이지 리가 저절로 이르지 못함은 걱정할 것이 

없소. 그렇다면 한창 주자가 ‘격물’을 말할 때에는 틀림없이 “내가 물리의 극처에 까지 궁구하여 지극하게 한

다”라고 말한 것이겠지만, 주자가 ‘물격’을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어찌 “물리의 극처가 내가 궁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소? 이를 통해서 무정의⋅무조작이라는 것은 이 理의 本然之體
이고, 주어진 상황마다 발현해서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 理의 至神之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소. 예전에는 

단지 本體가 無爲하다는 것만을 알고 妙用이 顯行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해서 理를 거의 死物로 여긴 것과 

같았으니 아마도 道를 벗어남이 먼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소.11)

만약 제자가 질문한 바데로 리의 신묘한 용이 심의 용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리의 용이 심의 체는 포괄하

지 못하게 되어서 마음의 허령함이 천하의 리를 통괄함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주자

는 마음의 허령함은 천하의 리를 갖추고 있으며 리의 신묘한 용은 리를 갖추고 있는 허령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퇴계는 만물에 흩어져 있는 리를 ‘體의 측면’이 아닌 신묘한 작용에 입각해서 본다면 

理는 마음에서 발현한다는 것이며 인심이 이르는 바에 따라서 이른다고 말한다. 만물에 흩어져서 편재해 있는 

理의 本體는 무정의⋅무조작하다는 점에서 無爲하다. 그러므로 無爲한 本體에 해서는 내가 몸소 本然之體
에 나아가서 궁구해야만 한다. 반면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理의 妙用은 당면한 상황마다 發見해서 이

른다[到]12)는 점에서 顯行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顯行하는 至神之用은 내가 궁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한편 퇴계는 理到를 ‘물리지극처무부도’와 연속된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도’의 문제는 반드시 

‘物格’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리도’를 말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격물공부가 근저에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도설은 물격이라는 경계와 별도의 차원에서 논할 수 없는 것이

다.13)

11) 退溪集, 卷18 書, ｢答奇明彦｣, “其曰, 理在萬物, 而其用實不外一人之心, 則疑若理不能自用, 必有待於人心, 似不可以自到爲
言. 然而又曰, 理必有用, 何必又說是心之用乎, 則其用雖不外乎人心, 而其所以爲用之妙, 實是理之發見者, 隨人心所至, 而無所
不到, 無所不盡. 但恐吾之格物有未至, 不患理不能自到也. 然則方其言格物也, 則固是言我窮至物理之極處, 及其言物格也, 則
豈不可謂物理之極處, 隨吾所窮而無不到乎. 是知無情意造作者, 此理本然之體也, 其隨寓發見而無不到者, 此理至神之用也. 向
也但有見於本體之無爲, 而不知妙用之能顯行, 殆若認理爲死物, 其去道不亦遠甚矣乎.”

12) 논자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이르다[到]’라는 기표(記標, 시니피앙)를 ‘비자의적인[involuntary]’ 또는 ‘저절로 그러한

[spontaneous]’ 의식활동이라는 기의(記意, 시니피에)로 국한하여 활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특정한 境界에서 발휘되는 이러

한 의식활동은 ｢격물보망장｣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격물궁리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식활동 역시 격물

궁리를 통하여 특정 경계에 도달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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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물리지극처무부도’를 해석할 때에 격물공부라는 전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단순히 ‘理에 해서 입장

이 변화된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리도설 역시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공부를 통해 도달한 경계와는 무관한 학설

이 되어 버린다. 공부의 축적을 통해서 노학자가 “물리의 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공부의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학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퇴계의 리에 한 변화된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理의 妙用이 顯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알지 못해서 理를 ‘死物’로 여겼던 것에 한 반성이 

곧 퇴계 자신이 理 자체를 活物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理의 

神妙한 작용[用]이 ‘死物’이 아닌 ‘活物’이라고 하여서 만물에 편재해 있는 無爲한 理의 본체[體]까지도 퇴계가 

活物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4) 주자학에 있어서 ‘활물’이란 은유적 표현은 어디까지나 理 자체가 

아닌 心의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5) 만약 ‘理’ 자체를 활물로 규정할 

경우, 마음을 벗어나 사물에 흩어져 존재하는 ‘無爲’한 理까지 ‘活物’로 규정하는 셈이 된다.

‘理’를 거의 死物로 여겼다는 것에 한 퇴계의 반성은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理의 妙用이 顯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겨냥한 것이지 사물에 흩어져 존재하는 ‘理의 본체’를 ‘死物’로 여긴 것에 해 반성하 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다만 퇴계는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理의 妙用은 ‘활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理의 本然
之體뿐만 아니라 理의 至神之用까지 ‘死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16)

인용문에서 퇴계는 주자가 말한 ‘격물’과 ‘물격’을 선명하게 구분하여 해석한 뒤에 주자가 말한 ‘물격’을 ‘물
리지극처가 내가 궁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 다. 이것은 퇴계가 ‘理自到’의 

13) 문석윤 교수는 퇴계가 물격공효론의 입장에 해서 반 하 다고 주장하 다. 문석윤,｢퇴계에서 리발과 리동, 리도의 의미에 

하여｣, 퇴계학보제110집, 2001, 190쪽. 그런데 퇴계가 ‘物格’과 ‘知至’를 구분하면서 ‘물격’을 공효로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 을 당시(1567년)의 ‘물격’에 한 해석은 “물리지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고, “물리지극처에 이르

지 않음이 없다” 다. 退溪集, 卷26 書, ｢格物物格俗說辯疑. 答鄭子中｣, “衆理融會, 乃是知至之事, 不當言於物格之效. […] 

況此物格之說, 只是說那事物之理之極處<厓>無不到云耳. 未說到這邊融會之妙來.”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퇴계가 ‘물격공효론’ 
또는 ‘물격경계론’을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

14) 김형찬 교수는 퇴계가 리를 활물로 해석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理를 死物이 아닌 天命의 流行으로서의 活物로 보아야 한다

면 理發⋅理動理自到를 주장하는 한편, … ” 김형찬,｢여주이씨⋅성호학파의 지식논쟁과 지식권력의 형성｣, 민족문화연구제
60호, 2013, 20쪽. 그러나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15) 주자어류, 59-95 問: “操則存”. 曰: “心不是死物, 須把做活物看. 

주자어류, 20-109 或問: “仁有生意, 如何?” 曰: “只此生意. 心是活物, 必有此心, 乃能知辭遜. 

본고의 ‘活物’에 한 논의는 다음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 다. 전병욱,｢퇴계 철학에서 ‘理到’의 문제｣, 동양철학제38집, 

2012, 9쪽.

16) 우암은 퇴계의 리자도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축조해낸 ‘리 활물설’이라는 허수아비를 공격한 것이다. 리자도를 리 

활물설로 오독하고 있는 것은 주자가 理를 體와 用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 음을 방증한다. 또한 퇴계

는 리 자체가 發見할 수 있고, 顯行할 수 있으며, 非死物이라고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암은 퇴계가 말한 리도를 

리 자체가 여기에서 여기로부터 저기에 이른다는 의미로까지 확 해석하고 있다. 宋子大全, 卷212 遺事, ｢同春宋公遺事 
三十六條｣, “ 今退溪之說則其曰發見, 其曰顯行, 其曰非死物云者, 皆以爲理是活物, 故自能運用, 由此至彼也, 此又與朱子之意
不同者也. (지금 퇴계의 설에서 發見이니, 顯行이니, 非死物이니 한 것은 모두 리는 바로 活物이기 때문에 저절로 運用하여 

여기로부터 저기에 이른다는 뜻이니, 이것이 더욱 주자의 뜻과 같지 않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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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내가 궁구하여 지극하게 하는 격물공부가 아닌, 물리지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 ‘물격’과 연계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요컨  퇴계는 ‘리자도’를 ‘격물’과 선명하게 구분하여 ‘물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의 ‘리자도’와 ‘물격’ 담론은 만물에 편재한 理의 본체적 측면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벗어나

지 않는 ‘리의 신묘한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만회가 논한 바 있는 ‘나’를 위주로 

말하는 격물의 차원을 지나서 ‘물리’를 위주로 말한 것17)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만회는 격물공부를 통해 주자의 이른바 ‘理의 微妙한 작용[用]’이 마음에 내재하게 되었을 때의 공부에 

해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

➊ 체로 물리는 본래 나의 해아림 안에 있으므로 마음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이치가 저절로 현현합

니다. 만약 물리로 하여금 마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 요약된 것이 되고 만약 마음이 물리를 쫓아서 거기

에 이른다고 하면 수고롭고 광범위한 것이 되어서 이윽고 외물로 내달리는 잘못이 있게 될 것입니다.18) 

➋ ‘到’라는 것은 曉解라는 뜻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물리는 본래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지만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므로 전날에는 이미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얻지 못하 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그것을 얻게 되니 物理가 나의 曉解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밖에서 이르는 것과도 같습니다.19)

첫 번째 인용문에서 만회는 物理를 ‘마음에 이르는 物理’와 ‘마음이 쫓아가는 物理’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퇴계가 주자의 말을 근거로 理를 사물에 편재하는 본체[體]로서의 리와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작용[用]으로서

의 리로 구분한 것에 정확히 응된다고 할 수 있다. 만회는 ‘마음에 이르는 物理’에 해 그것은 나의 마음 

속에 원래 존재하므로 생각하기만 저절로 현현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퇴계가 주자의 이른바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理의 신묘한 작용’을 ‘理의 發現’이자 ‘리가 저절로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해석하 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만회는 ‘到’에 해서 曉解라고 해석한 뒤 이때의 ‘曉解’되는 마음 속의 사건은 내가 

마음 밖의 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리가 저절로 이르는 의식의 국면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만회가 말한 ‘본래부터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생각만 하면 얻게 되는 리’는 활연관통 이전에 

궁리의 상이 되는 마음 밖의 물리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퇴계 역시 주자의 말을 근거로 격물의 상이 

17)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故主我而言, 則曰格物致知, 主物而言, 則曰物格知至.” (그러므로 나를 위주

로 해서 말하면 ‘格物致知’라 하고 物을 위주로 해서 말하면 ‘物格知至’라고 합니다.)

18)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蓋物理本吾度內, 思之於心, 則其理自見. 若曰使物理到於心, 則爲約而要, 

若曰心逐物而到焉, 則爲煩而泛, 且有外馳之失矣.”
19)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到者, 只是言曉解之意, 物理本該於吾心, 但思則得之, 不思則不得, 故前旣

不思而不得矣. 今日思而得之, 則物理入吾曉解之內, 如自外而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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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물리는 내가 극처에까지 궁구해서 지극하게 하는 것인 반면 물격의 경계에 이른 뒤에는 내가 궁구한 바데

로 물리지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 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잪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마

음 속의 의식활동들이 모두 물격의 경계에서 발휘되는 효과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만회는 物理가 나의 깨달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마치 밖에서 이르는 것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공간을 점유하는 物理가 실제로 마음 밖으로부터 마음 속에 이른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내가 按排, 造作, 意圖를 통하여 생각해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비자의적으로

[involuntarily]’ 發現하기 때문에 마치 ‘내 안에 없던 것’이 이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내 안에 없던 

것이 이르기 위한 전제조건은  ‘주관적 의도’나 ‘자기 중심성’이 탈각되어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20) 그러나 만회는 物理가 나의 깨달음 속에 들어온다는 것에 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오해의 여지들을 차단한다. 

게다가 형께서는 반드시 내 마음의 깨달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물리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어찌 (물리가) 

내 깨달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신이 세상을 비웃는 걸 배우지 않았지만 세상이 신의 웃음거

리가 되었다[入]”라는 것과도 같습니다.21)

세상이 신의 웃음거리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것이 아니듯이 물리 역시 나의 깨달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신의 웃음거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이 신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物
理가 나의 깨달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물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세상이 나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入]’이 내가 의도적으로 비웃는 법을 능동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가능

한 것처럼 내가 물리를 깨닫게 ‘되는 것[入]’ 역시 내가 자발적으로 物理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즉, 물리를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물리를 깨닫게 되며 내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나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의 깨달음의 상이 반드시 물리적 往來⋅居住의 혐의를 초래하는 외물일 필요는 없다. 인간의 計
較, 思量, 分別 등이 결코 범접하지 못하는 의식의 국면으로서, 이러한 개념들과는 양립하지 못하는 마음 안의 

물리에 해 만회는 다음과 같이 확정해서 말하고 있다. 

物理之極處는 다만 ‘義理의 中正함’과 ‘至善의 所在’를 말한 것일 뿐, 10％를 지나쳐도 옳지 않고 10％가 

20)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但我澄淨此心, 以思其理, 則其當然與所以然者可見.”  / 晩悔集, 卷6 雜著
◦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若一朝脫然滌去私意, 虛中無我而… .”

21)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又恐兄必以入吾心曉解之內爲物理, 豈能入吾曉解乎. 則如臣不學笑天下, 而
天下入臣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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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도 옳지 않으니 전부 理가 마음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찌 형체와 장소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만약 처소로써 말을 하면 글이 표현을 해치고 표현이 의미를 해치는 것에 연루될 듯합니다. 

어찌 반드시 詩를 말하는 것에서만 그러하겠습니까. 22)

앞서 퇴계는 주자의 말을 근거로 만물에 편재한 體로서의 理와 구분되는 用으로서의 理가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理의 用을 發現, 自到, 無不到, 至神之用, 妙用之顯行 등의 서술어를 가지고 설명하

다. 自到 외에  發現, 無不到, 至神之用, 妙用之顯行 네 가지 개념도 自到와 동일한 문맥에서 논의되고 있다

는 점에서 이 네 가지 개념들에 한 천착은 理到에 한 이해를 돕는다. 이들은 전부 理의 用을 형용하고 

있으며 心 밖이 아닌 心 안에서의 사태를 가리킨다. 만회 역시 물리지극처의 ‘極處’가 형체와 장소의 의미를 

지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處所’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만회는  학장구에서

의 ‘物理之極處’가 ‘吾心之所知’와 對句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 구절이 다른 의미일 리 없다고 말한

다.23)

만회는 물리지극처를 至善의 所在라고 말하고 있는데 至善이란 충분히 옳은 곳으로서24) 구체적 사태 안에

서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25) 至善이 당면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지에 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明德 안에 있기 때문이다.26) 또한 만회는 ‘물리지극처’를 

義理의 中正함이라고도 말한다. 中正함 역시 주자가 미발의 상태를 거론하면서 치우침이 없는[不偏] ‘中’과 

기욺이 없는[不倚] ‘正’의 의식상태를 형용하기 위해 동원한 개념이었다.27) 요컨 , 至善과 中正으로 지목하여 

설명되고 있는 ‘물리지극처’란 당면한 사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지에 한 中正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物理之極處無不到와 知性

퇴계가 말한 ‘理自到’가 ‘理活物說’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리의 외연을 규정함으로써 

22)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書｣, “物理極處, 只是言義理之中正至善之所在, 纔過一分便不是, 纔退一分亦不是, 皆理之
在心者耳. 豈是有形體地面可以往到之地. 若以處所言之, 則恐涉於以文害辭, 以辭害意也, 不以文害辭. 豈必說詩爲然哉.”

23)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書｣, “章句物理極處吾心所知兩句, 亦是對聯, 不應兩句異義也.”
24) 주자어류, 14-96  “至善, 只是十分是處.”
25) 주자어류, 14-105  問至善. 先生云: “事理當然之極也.” “恐與伊川說‘艮其止, 止其所也’之義一同. 謂有物必有則, 如父止於

慈, 子止於孝, 君止於仁, 臣止於敬, 萬物庶事莫不各有其所.

26) 주자어류, 14-114 問: “至善, 不是明德外別有所謂善, 只就明德中到極處便是否?” 曰: “是. 明德中也有至善,

27) 주자 전, 64-55, ｢與湖南諸公論中和第一書｣, “按文集遺書諸說, 似皆以思慮未萌, 事物未至之時爲喜怒哀樂之未發. 當此之
時, 卽是此心寂然不動之體, 而天命之性當體具焉. 以其無過不及, 不偏不倚故謂之中. 及其感而遂通天下之故, 則喜怒哀樂之性
發焉, 而心之用可見. 以其無不中節, 無所乖戾, 故謂之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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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될 수 있었다. 만회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서 ‘物理之極處’와 ‘無不到’가 각각 ‘性’과 ‘知’를 가리킨다고 

주장함으로써 理自到가 理活物說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만회는 맹자의 ‘知其性’28)에 한 주자의 주석29)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다른 증거로 말하면 주자가 이르길 “맹자의 이른바 ‘知其性’이란 것은 ‘물격’이다”라고 하 으므로 ‘物’
字는 ‘性’字에 구되는데 체로 ‘性’은 곧 ‘理’입니다. 그러한 물리에 해 앎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른바 ‘(맹자의) 知性’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또 “물리지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 知性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풀이하면 性은 바로 ‘물리지극처’이고, 知는 곧 ‘무부도’이니 ‘자신의 性을 안다’
라는 것은 자신의 物理之極處를 안다는 것이고 “물리지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性에 

해서 앎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30) 

주자는 맹자가 말한 ‘知其性’을 物格이라고 풀이하 다. 만회는 이에 해 物格의 ‘物’이 知性에서의 ‘性’과 

구조적으로 구를 이루며 物과 구를 이룬 性은 곧 理라고 말한다. 즉, 物格에서의 物을 理라고 말한 셈이

다. 物이 理라는 것은 만회가 “專心과 致思란 다만 이 마음이 언제나 ‘이것[此物]’을 잊지 않고 그 이치[其理]를 

생각하려는 것일 뿐이다.”31)라고 말한 것에서도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此物’
은 곧 생각해야만 하는 ‘其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회가 말한 ‘此物’이란 物格의 ‘物’ 그리고 知其性의 

‘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만회가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해야한다고 말한 ‘이것[此物]’이란 

결국 物格에서의 ‘物’로 소급된다고 할 수 있다. “物理之極處無不到”가 ‘物格’이란 두 글자를 자연스럽게 표현

한 것이라는 점에서32) 언제나 생각해야만 하는 상은 ‘물리지극처’가 된다고 지목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주체의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앎이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경계 안에

서의 사건들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개되는 의식활동이다. 물리지극처를 언제나 間斷없이 잊지 않

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물리지극처에 한 앎 역시 이르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無不
到’의 여부는 주체의 의지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전개되는 사태라는 점에서 이에 근원적으로 무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앎이 이르지 않음이 없는 사건 자체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전개되는 

28) 孟子｢盡心 上｣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29) 孟子集註｢盡心 上｣, 朱子注: “以大學之序言之, 知性則物格之謂.”
30)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又以他證言之, 朱子曰, 孟子所謂知其性者物格也物字, 對性字, 蓋性卽理也. 

於其物理, 知無不到, 卽所謂知性也. 故朱子又曰, 物理之極處無不到, 知性也. 詳釋此言, 則性卽物理之極處也, 知卽無不到也, 

知其性云者, 知其物理之極處也, 物理之極處無不到云者,於其性知無不到也.”
31)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其專心致思也, 非送我心到於事物而思之也, 但此心要常不忘此物而思其理

耳.”
32)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書｣, “以物理之極處無不到八字, 正是順講物格二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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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국면이기 때문이다.

物理之極處의 ‘서술어’가 ‘비자의적[involuntary]’이고 ‘저절로 그러함[spontaneity]’을 의미하는 ‘이르다

[到]’라는 기표(記標, 시니피앙)라는 점에서 ‘物格’의 境界에서는 비자의적이고 저절로 현현하는 의식활동과는 

양립이 불가능한 ‘ 상 지향적인 인식’의 수단과 도구들은 깡그리 박탈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나의 성에 한 앎이 이를 때 이에 해 생각하고 잊지 않는 방식도 단지 ‘수동적 주의집중[passive 

attantion]’33)만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만회가 ‘물격’을 의미한다고 말한 ‘知性’은 해석만을 놓고서 본다면 “성을 안다”는 의미가 되므로 物理를 위

주로 말한 ‘물격[物理가 이른다]’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주로 말한 ‘격물[物理를 궁구한다]’에 가깝게 해석된

다.34) ‘성을 안다[知性]’는 것은 나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라기보다 내가 성을 알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이 개입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회는 知性의 ‘知’字가 목적어인 ‘性’字 앞에서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이

유 때문에 知性을 格物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35) 知性은 해석상에 있어 性은 목적어가 되고 知는 타동

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心 밖의 物理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차원이 아닌 앎[知]의 외연이 心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格物窮理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36)

만회는 격물과 구분되는 물격의 의미를 궁극적으로는 ‘知其性’이라고 풀이하 다. 그렇다면 활연관통 이후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37) 자신의 性에 한 ‘앎[知]’이 이르지 않음이 없는 의식의 국면에38) 해서 더 살펴

보자.

4. 퇴계의 理自到와 만회의 情之親切(呈露)
 

퇴계는 理의 用과 관련하여 ‘物理之極處無不到’의 ‘到’에 한 해석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전에 내가 그릇된 주장을 굳게 지켰던 까닭은 오로지 주자가 “리는 무정의⋅무계탁⋅무조작하다”는 학설

33) 이승환,｢찰식에서 함양으로｣, 철학연구제37호, 2009, 58쪽.

34)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 如格物則是我格夫物, 故格在上物在下, 是主我而言也. 若物格則是物之爲
我所格, 故物在上格在下, 此則主物而言也. (격물과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물을 궁구하는 것이므로 ‘格’이 앞에 있고 ‘物’이 

뒤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나를 위주로 해서 말한 것입니다. 물격과 같은 경우는 物理가 나에게  궁구된 것이므로 物이 앞에 

있고 格이 뒤에 있으니 이것은 物을 위주로 해서 말한 것입니다.)

35)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知性是格物, 而物格之事耳. 豈可以知性之知字在上, 遂以物格爲格物哉.” 
(‘성을 안다는 것은[知性]’ 격물하여서 물격하는 일일 뿐입니다. 어찌 ‘知性’의 ‘知’字가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 ‘물격’을 

‘격물’이라고 하겠습니까.)

36) 주자어류, 60-33 “物格者, 物理之極處無不到, 知性也; 知至者, 吾心之所知無不盡, 盡心也.”
37)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知卽無不到也.” ‘到[~이 이른다]’字는 자동사라는 점에서 ‘詣[~에 나아간

다. ~에 이른다]’字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앎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앎이 이르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저절로 

發現하는 의식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8)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物理之極處無不到云者, 於其性知無不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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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지킬 줄 알아서 “내가 물리지극처를 궁구해서 이를 수 있는 것이지 理가 어찌 스스로 극처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었소. 그래서 한사코 ‘물격’의 ‘格’과 ‘무부도’의 ‘到’를 전부 내가 궁구하고 내가 이르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오.39)

퇴계는 여기서 과거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 리가 무정의⋅무조작하다는 것은 無爲한 理의 

본체[體]만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理의 신묘한 작용[用]에 입각해

서 본다면 리가 저절로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物格의 ‘格’과 無不到의 ‘到’는 내가 궁구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40)

‘格’과 ‘到’의 의미가 외물에 나아가서 궁구한다는 의미가 아닌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理의 至神之用이 이르

는 것이라는 이해를 통해서 더 이상 물리적 세계 안에서 往到하는 理를 운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을 벗어나지 않는 의식 안에서 理가 自到한다는 표현 역시 여전히 理가 ‘다가온다’라는 늬앙스를 떨쳐내지 못

한다는 점은 리자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는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만회는 ‘이르다[到]’라는 은유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到’字는 ‘來到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往到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오직 ‘呈露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를

테면 요즘 俗言에 “‘실제모습[情]’이 실감난다[親切]”는 것을 ‘情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41) 

만회는 ‘到’字에 해 시도되는 ‘來到’와 ‘往到’라는 훈고를 일축해버린 뒤에 ‘到’字의 의미는 오로지 ‘呈露’일 

뿐이라고 갈파한다. ‘呈’과 ‘露’는 모두 ‘자동사’라는 점에서 목적격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呈露란 

오직 呈露의 주어와 呈露라는 술어와의 관계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식 속에서 呈露하는 사

태는 마음 안에서의 이치가 ‘예측불가능하고[aleatoric]’, ‘덧없이[ephemerally]’ 드러난다는 점에서 ‘~을’ 또
는 ‘~를’이 수반된 상 지향적 의식활동의 범접이 불가능하다.

만회는 요즘의 俗言으로 쓰이는 ‘情到’라는 말에 해서 그 의미가 ‘情之親切者’라고 풀이한다. 여기서의 情
은 실정⋅ 정황⋅ 실제모습 등을 의미하며, 親切은 구체적이다⋅ 핍진하다⋅ 긴 하다⋅ 가깝다⋅ 실감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곧 마음 속의 실정이 실감나게 드러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9) 退溪集, 卷18 書, ｢答奇明彦｣, “前此滉所以堅執誤說者, 只知守朱子理無情意, 無計度, 無造作之說, 以爲我可以窮到物理之
極處, 理豈能自至於極處. 故硬把物格之格, 無不到之到, 皆作己格己到看.”

40)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에 한 만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格物論辨說｣, “以俗人誤講極
處無不到, 而曰於極處無不到, 故欲正其誤耳. 若物格則擧世皆講爲物之格.” (속인들이 ‘極處無不到’를 잘못 강론하여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 을 뿐입니다. 물격과 같은 경우는 온 세상 사람이 전부 

物理가 이른다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41)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書｣, “到字, 非來到之義, 亦非往到之義, 只是呈露之意. 如今俗言情之親切者曰情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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呈露라는 의식활동은 내가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안건 그것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나의 분별과 사려와는 

무관하게 顯行하는 이치이다. 왜냐하면 呈露 역시 ‘나’를 위주로 말한 ‘격물’과는 달리 ‘물격’과 마찬가지로 ‘物
理’를 위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 속의 이치가 顯行할 때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의식의 자취에 한 추후적이고 회고적인 반성과 성찰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呈露’라는 精粹한 의식활동은 

‘논증의무[duty of reasoning]’를 갖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呈露의 경우 그것의 주체가 ‘物理之極處’라는 점에서 여전히 ‘氣’
와 결합되어 있지만 ‘性’을 싣고 있는 ‘心’이 ‘격물치지’의 과정을 통해 氣質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42) 心에 

실려있는 性은 이미 맑고 깨끗한 상태로 ‘共變[covariation]’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43)

그런데 만회의 사유 속에는 共變의 원칙을 수용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격물치지를 통해 달성되는 ‘인식의 질적인 전화[활연관통]’라는 논리적 계기를 전제한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

에 있어서 ‘공변[covariation]’에 한 입장은 달라진다. ‘물리지극처’가 心 안에서 현현하는 이치임에도 불구

하고 편벽된 氣의 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은 그 사람의 ‘性’이 맑고 깨끗한 그 사람의 ‘몸뚱아리[形
氣]’에 실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4) 이것은 격물궁리의 과정을 통해서 ‘性’이 淸粹한 氣에 의해서 일정한 수

준으로 ‘共變’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격물궁리를 통해서 편벽한 기질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性’이 

濁駁한 기질에 여전히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범부들이나 초학자들에게 ‘물리지극처무부도’
를 적용하려 드는 것은 주자학의 담론을 벗어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요컨  ‘물리지극처무부도’라는 경계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격물궁리’이고 충분조건이 ‘활연관통’이
라는 점에서 ‘인식의 질적 轉化’ 이전과 이후는 선명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지극처’가 

呈露, 曉解, 親切하다”는 명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칭명제[a 

universal proposition]’는 결코 될 수 없으며, 고등한 도덕적 경계를 달성한 일부의 소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칭명제[a particular proposition]’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物理之極處無不到’는 格物과 窮理의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게 달성되는 수양의 경계로서, 그러한 의식의 

경계를 형용하는 술어가 親切하고, 呈露하다는 점에서 ‘物理之極處’에 한 더 이상의 ‘분석’과 ‘소급’은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물리지극처’를 형용하는 ‘到’字라는 기표가 ‘呈露’라는 기의로서 이해된다면 

42) 주자 전, 49-1 答王子合<遇>1 所論變化氣質，方可言學，此意甚善。但如鄙意，則以爲惟學爲能變化氣質耳。若不讀
書窮理、主敬存心，而徒切切計較于今昨是非之間，恐其勞而無補也。不審明者以爲如何？

43) ‘공변[共變, covariation]’이라는 철학적 개념의 구체적 내용에 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이승환, 횡설과 수설,(서울: 

휴머니스트, 2012), 125-127쪽.

44) 주자어류, 95-42 曰: […] 蓋性只是搭附在氣稟上, 旣是氣稟不好, 便和那性壞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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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오해를 초래할 혐의가 농후한 ‘이르다’라는 기표는 격의적 차원에서 이해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주자는 본체를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오래되어서 이윽고 무르익으면 적연한 마음이 저절로 呈露한다고 말

한다.45) 퇴계 역시 괴로움을 견디면서 쌓아올린 공부가 오래되었으면서도 충분해졌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妙
用이 저절로 呈露한다고 말한다.46)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회가 ‘到’字에 한 훈고로서 활용하 던 ‘呈露’의 

의미를 주자나 퇴계가 설명할 때에 그들 역시 공통적으로 久, 熟, 厚와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도 주자학에 있어서 ‘物理之極處’나 ‘至善’이라는 이름으로 변되는 ‘옳음의 기준’은 

반드시 격물치지라는 ‘인위적 과정[講]’을 통해서만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47) 

呈露의 의미가 “마음 속에서의 이치[理]가 현현한다”는 비록 진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呈露의 

전제가 오래되고, 무르익었으며, 충분해진 격물공부라는 점에서 주자학에서의 ‘到’字의 의미는 선종의 現成
論과는 같은 것일 수 없다.48)

‘배움’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49) 賢人이나 士 계층이라는 일부 사람들을 상으로 말한 것이었

지 사⋅농⋅공⋅상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50) ‘物格이라는 境界’ 역시 

인격의 고등한 경지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논의될 수 없다. 물론 

그러한 ‘경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도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격물’과 ‘물격’에 한 조망을 통해서 ‘理到’說의 정체성에 해서도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다. 퇴계

는 體用의 틀을 동원해서 ‘마음 안의 리’가 死物임을 배격한 것이지 ‘마음 밖의 리’까지 活物이라고 주장한 것

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가 理 자체를 ‘활물’로 규정하 다고 해석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理自到’를 기반으로 해서 양산되어 온 ‘理 活物’說, ‘理가 生活運動함’이라는 오독

들이 ‘理의 능동성’이라는 幻影을 지탱해온 원흉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 본고의 고찰에 의해 ‘리 

활물설’이 폐기됨으로 말미암아 퇴계의 ‘리자도’를 구실과 명분삼아서 주장되어 온 ‘리의 능동성’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리의 능동성 담론’ 역시 머지않아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45) 朱子大全, 47-13 ｢答呂子約13｣ “蓋操之而存，則只此便是本體，不待別求。惟其操之久而且熟，自然安于義理而不妄動，則
所謂寂然者當不待察識而自呈露矣。” 

46) 退溪集, 卷37 書, ｢答李平叔｣, “昔所辛苦而不得者, 又往往不覺其自呈露於心目之間,  朱子白鹿詩所謂深源定自閒中得, 妙用
元從樂處生, 是也. 夫閒中所得之深源, 樂處所生之妙用, 豈曾無辛苦積累之功, 而一朝無故自得且自生哉. 其所由所因者久且
厚, 故所得所生者, 能深遠而無窮矣.”

47) 晩悔集, 卷6 雜著◦書, ｢與朴仁之書｣, “凡人間處事應變之道, 皆所當講, 而天地性命之理, 若有未明, 則凡我之所謂至善者, 

未必是也.”
48) 마해륜은 作用卽性과 平常心是道를 말하는 홍주종 본연의 입장에서 보면 卽心是佛은 경험적 인식 자체가 절 화되는 해석으

로 귀결될 가능성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마해륜,｢작용즉성(作用卽性) 비판으로서의 무심(無心)｣, 불교학연구제35호, 

2013, 71쪽.

49) 通書｢聖學｣ “聖可學乎？曰：可.”
50) 通書｢志學｣“聖希天，賢希聖，士希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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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栗谷別集付籤｣에서 보이는 율곡학파의 쟁점 연구

-남당 한원진의 입론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1)

이해임 (서울  철학과)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太極과 性의 同異에 관한 문제 

Ⅲ. 天地之氣와 父母之氣의 同異에 관한 문제 

Ⅳ. 心의 純善에 관한 문제

Ⅴ. 智와 知(覺)의 體用에 관한 문제

Ⅵ. 克己와 復禮의 同異에 관한 문제

Ⅶ. 마치는 글

요약문

율곡별집부첨의 주요한 쟁점은 1.太極과 性의 同異에 관한 문제, 2.天地之氣와 父母之氣의 同異에 관한 

문제, 3.心의 純善에 관한 문제, 4.智와 知의 體用에 관한 문제, 5.克己와 復禮의 同異에 관한 문제 등이다. 

이 쟁점들은 湖學이든 洛學이든 율곡학파라면 모두 공유하는 ‘性合理氣’와 ‘心是氣’의 명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한원진은 리를 도덕규범의 근거로서, 기를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규정한

다. 리는 선의 근거이고, 기는 욕구와 같이 선으로도 악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기가 욕구인 이상, 선보다 

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마음, 즉 기는 도덕을 확립하려면 다른 무엇에 의지해야만 한다. 

한원진은 성보다 리에서 도덕을 확보하려고 한다. 성은 기와 결합한 이상, 순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리는 

선한 마음(四端)의 근거가 아니라 도덕규범의 근거이다. 결국 한원진은, 인간 스스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도덕규범에 의거해서 마음을 단속해야만 인간은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주제어: 太極, 性, 天地之氣, 父母之氣, 智, 知覺, 克己復禮, 性合理氣, 心是氣

1) 논문은 ‘岸四地朱子学与地域文化学术研讨会’(2013.7.17.)에서 발표한 ‘关于粟谷学派的“性合理气”与“心是气”观点的研究 — 以南
塘韩元震《粟谷别集签》为中心’을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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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韓元震(1682-1751)의 栗谷別集付籤은 宋時烈(1607-1689)을 중심으로 한 湖學의 입장을 변하는 저작

이다. 이 저작은 金昌協(1651-1708)을 중심으로 한 洛學의 관점에서 편찬한 栗谷全書(栗谷集+栗谷別集
)1)에 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주요한 쟁점은 1.太極과 性의 同異에 관한 문제, 2.天地之氣와 父母之氣의 

同異에 관한 문제, 3.心의 純善에 관한 문제, 4.智와 知의 體用에 관한 문제, 5.克己와 復禮의 同異에 관한 

문제 등이다. 이 쟁점들은 호학이든 낙학이든 율곡학파라면 모두 공유하는 ‘성은 리와 기의 합이다(性合理氣)’
와 ‘마음은 기이다(心是氣)’라는 명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두 가지 명제(性合理氣, 心是氣) 속에 담긴 쟁점을 정리하면 리는 선(도덕규범)의 근거이냐 아니면 선악(존

재)의 근거이냐의 문제, 그리고 기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느냐 아니면 순수한 본원이면서 동시에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압축된다. 필자는 각각의 쟁점에 관한 한원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의 이론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이론을 하나의 이론체계로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太極과 性의 同異에 관한 문제

太極과 性의 同異論爭은 태극과 성의 동이여부와 함께 ‘태극이 곧 리(太極卽理)인가? 아니면 태극은 리와 

기의 합(太極合理氣)인가?’라는 문제로부터 발단한다.

내 생각에, 태극은 리의 지극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성은 리가 기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명명한 

것이다. 그러나 리는 본래 기 밖에 없으니, 태극 또한 기 가운데 존재할 뿐이다. 기실 성은 태극과 한 가지이

다. 요즘 태극은 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의미는 아마도 만물이 아직 품수

받기 전에는 단지 태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만물이 이미 품수

한 이후에 단지 성이라고 해야지 태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태극도해, ‘만물은 각

각 하나의 성을 갖고 있고, 만물은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는 어찌 성과 태극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과 태극의 명칭이 가리키는 바가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성과 태극의 실상은 동

일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가하지 않다.2)

1) 현행 栗谷全書는 1744년 金昌協의 제자인 李縡가 편찬한 것을 저본으로 1749년 洪啓禧가 누락된 詩文을 보충해서 출판했고, 

이를 다시 1814년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율곡별집은 1681년 朴世采가 이이의 후손들로부터 보존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서 편찬했다. 다만 내용상, 율곡이나 서인 노론 쪽에 불리한 것이 많이 실려 있었다. 때문에 송시열을 위시한 호학에서는 

별집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낙학의 이재나 홍계희는 호학에서 제시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율곡전서는 호학보다는 낙학의 입장을 많이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 栗谷別集付籤｣, 按太極以理之極至而言者也。性以理在氣中而名者也。然理本無在氣外者。則太極亦存 乎氣中而已矣。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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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은, “태극은 리의 지극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 말만 놓고 보면 태극은 리이지 리와 

기의 합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다. 다만 이어지는 논의에서 한원진이 “성은 리가 기 가운데 있는 것을 명명한 

것이다. … 태극 또한 기 가운데 존재할 뿐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성은 태극과 동일한 것이고, 태극은 리로서 

기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바로 태극은 리와 기의 합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한원진이 ‘태극은 리의 지극한 것이다’라고 말한 구절

은 바로 태극은 기와 떨어질 수 없지만 리가 본연의 모습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태극은 만물이 아직 품수받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태극은 기와 별도의 공간(形而上)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율곡학파가 理氣不相離를 강조하는 지점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만물이 품수한 후에는 단지 

성이라고 해야지 태극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리는 기(현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가령 태극도해, “만물은 각각 하나의 성을 갖고 있고, 만물은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다”라는 

구절을 “만물이 품수한 이후에 성이라고 해야지 태극이라고 할 수 없다”를 가지고 해석해보면, 만물이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태극은 만물의 기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를 선악의 구도에 적용해보면 형이상의 존재로서 태극(리)은 선뿐 아니라 악의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태극은 도덕법칙의 근거로서 리라고 규정하기 힘들어진다. 한원진 또한 현상은 기가 

지배하는 공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만이 선의 근거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내 생각에, 리는 본래 선이고 악이 없는 것이다. 오직 악은 기가 낳은 바이지 리의 본연이 아니다. 요즘 

‘선악은 모두 리가 기 가운데 있은 후로부터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선은 또한 리의 본연이 아니고 그 

선은 바로 꾸민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성선을 말해서는 안 되고, 석씨의 공이 오히려 리를 아는 것이다. 

그 이론의 잘못됨이 심하다. 또한 ‘천지는 기질지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오류가 더욱 심하다. 무릇 기질이 

있는 것은 모두 기질지성이 있다. 하늘의 높고 밝은 것이나 땅의 넓고 두터운 것이 바로 기질의 성 함이니, 

어찌 기질지성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른바 기질지성은 단지 이 본연지성이 기질 가운데 떨어진 것이지 

두 가지 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천지는 단지 본연지성만 있고 기질지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질지성 

외에 따로 본연지성이 있는 것이고 공중에 매달려 독립한 것이다. 어찌 가하겠는가?

주자가 ‘천지지성은 리이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서, 음양오행의 자리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기질지성이 있

다는 것을 논증하면 또한 주자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른바 ‘천지지성은 리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천지지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아래를 말해야 비로소 천지의 기질을 겸하여 말하게 된다.3)

實性與太極一物也。今曰太極不可謂之性者。未知何謂也。其意盖以爲萬物未禀之前。只可謂之 太極而不可謂之性也。萬物旣
禀之後。只可謂之性而不可謂之太極也。然太極圖解曰。萬物各一其性。而萬物一太 極也。此豈非性與太極互稱之耶。謂性與
太極之名所指不同則可矣。而謂性與大極之實。有所不同則不可矣。

3)  , 栗谷別集付籤｣, 按理本善無惡。惟惡則乃氣之所生而非理之本也。今曰善惡皆理在氣中後說。則是善亦 非理之本。而其善
乃假也。然則孟子不當道性善。而釋氏之空。乃反知理也。其說之差甚矣。又以爲天地無氣質之性。則其誤又甚矣。凡有氣質
者。莫不有氣質之性矣。天之高明。地之博厚。乃其氣質之盛者。則安得無氣質之性也。且所謂氣質之性者。只此本然之性墮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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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은 “리만이 본래 선이고 악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리가 선의 근거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라고 

한다면 리는 아무런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든 현상의 근거 혹은 형세일 뿐이다. 이는 도덕적 인간

과 사회를 추구하는 유학의 논리(理)가 아니라 현상 자체를 있는 그 로 바라보고자 하는 불교의 논리(空)로 

전락하게 된다. 게다가 현상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형이상)에만 존재하는 리를 상정하게 되면, 본성 개념 또한 

둘로 나뉘게 된다. 리로서 성, 즉 天地之性(본연지성)이 있고, 리가 기와 결합된 상태의 기질지성이 존재하게 

된다. 기질지성 외에 본연지성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태극과 성의 동이논쟁에서 나타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가령 “하늘이 밝고 높고 땅이 넓고 두터운 것”은 하늘과 땅의 기질을 묘사한 것이다. 

하늘과 땅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질을 갖고 있다. 리가 하늘이나 땅의 기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리는 비로소 기질지성이 되는 것이다. 한원진의 논의에서 기질지성은 기질이 본연지성인 리와 결합된 것이다. 

리가 기질 속에 들어가는 이상, 기질의 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연지성이 리가 아닌 

기로 변하지는 않는다. 기는 유동적인 것으로 변화를 지향한다. 기의 변화는, 한원진의 논의 로 악을 낳을 

수 있다. 이 변화 속에 규칙이 없다면 질서보다는 무질서로 안정보다는 혼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때문에 

주자가 “천지지성은 리이다”라고 한 것은 기질과 다른 역에 홀로 존재하는 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존재하는 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리의 본래 모습은 바로 선이다.

Ⅲ.天地之氣와 父母之氣의 同異에 관한 문제 天地之氣와 父母之氣의 同異論爭은 ‘고수나 곤과 같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순이나 우와 같은 성인을 낳을 수 있으며, 또한 순이나 우와 같은 성인이 어떻게 주나 균과 

같이 어리석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부터 발단한다.

내 생각에, 천지지기는 공간에 가득차서 어떤 것도 투과하지 않은 것이 없다. 때문에 그 기는 항상 사람과 

동물의 몸 가운데 유통하여서 사람과 동물을 낳는다. 부모의 몸에 보존된 것은 모두 천지지기이다. 이미 부모

의 몸 가운데 있다면 또한 부모지기이다. 기실 하나의 기일 뿐이다. 부모지기 밖에 따로 천지지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천지⋅부모지기를 두 가지 기라고 한다면 반드시 분수의 정도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 고수

나 곤이 순이나 우를 낳은 것은 마침 천지의 지극히 맑은 기가 유통하는 것을 만났기 때문이고, 요나 순이 

주나 균을 낳은 것은 마침 천지의 지극히 탁한 기가 유통하는 것을 만났기 때문이다. 중인이 태어난 것은 모두 

천지의 청탁한 기가 서로 섞이어 유통한 것을 만났기 때문이다. 천지지기의 지극히 청하고 지극히 탁한 것은 

항상 적고 청탁이 서로 섞인 것은 항상 많다. 때문에 중인은 항상 많지만 요⋅우⋅주⋅균은 모두 항상 존재하

지 않는다. …… 혹자가 성인의 몸 가운데 지극히 탁한 기가 유통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한 것은 또한 

옳지 않다. 성인이 애초에 하늘에서 품수하여 신심이 된 것은 진정 지극히 맑고 순수하고 고정되어서 바꿀 

수 없다.

氣質中者也。非有二性也。今曰天地只有本然之性。而無氣質之性。則是於氣質之性之外。別有本然之性而懸空獨立也。其可乎
哉。其引朱子所謂天地之性是理也。纔到陰陽五行處。便有氣質之性者以證之。則亦錯會朱子之言矣。所謂天地之性。是理者。
專指天地之理而言也。其下云云。方兼說天地之氣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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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몸이 이미 천지지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유기가 유통하는 것은 어찌 지극히 탁한 기를 간혹 만나

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성인 되는 것에 해가 되지 않는다.4)

한원진은 “천지지기가 유통하여서 사람과 동물을 낳는다. 부모의 몸에 보존된 것은 모두 천지지기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천지지기가 부모지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천지지기가 부모지

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천지지기를 선의 근거로 부모지기를 선악의 가능성으로 규정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얼핏 생각해보면, 천지지기는 부모지기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듯하다. 가령 고수가 순을 낳은 것은 마치 콩 심은 데서 팥이 난 것과 같다. 악한 부모가 악한 자식을 

낳지 않고 선한 자식을 낳았다면, 이는 부모지기와 다른 순수한 기가 외부로부터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부모지기 외에 따로 순수한 천지지기를 설정하게 된다. 게다가 순이 어리석은 아들 균을 낳았다면 受
胎하는 순간 천지지기를 만나지 못했거나 聖人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탁한 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는 순수한 기를 품수한 성인의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聖凡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한원진은, 

천지지기가 부모지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한원진은, “천지지기가 모든 공간에 가득차서 투과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가령 천지지기가 부모

의 몸에 들어가면 부모지기가 된다. 다만 천지지기나 부모지기 모두 유동하는 것으로 선이든 악이든 고정된 

모습이 없다. 이는 천지지기나 부모지기 모두 선악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가령 고수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지지기의 순수한 것을 만나서 수태한다면 순과 같은 성인을 아들로 둘 수 있는 것이고, 

순과 같은 성인도 천지지기의 불순한 것을 만나서 수태한다면 균과 같이 어리석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순이나 고수만 하더라도 부모지기의 선악이 결정되어있다. 그렇다면 천지지기가 어떠하냐에 따라

서 자식의 선악이 결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논리구조는 천지지기는 본질적인 것이고 부모지기는 부수

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발단이 되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천지지기는 부모지기의 본원으로서 존

재한다는 주장까지 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천지지기 또한 선악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천지지기는 본

체로서 작용을 주도할 만한 아무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천지지기는 본체라기보다 수태나 출산전후의 외부

조건이 될 수 있고, 이는 복중의 태아나 개체의 성장에 얼마든지 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성인(부모지기)의 순수한 기를 수태한 태아라고 하더라도 어떤 천지지기(외부조건)를 만나느냐에 따

라서 자식의 기질이 달라질 수 있다. 한원진이 천지지기가 부모지기와 동일하다고 주장한 까닭은 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으로 현상 그 자체이지 본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 栗谷別集付籤｣, 按天地之氣。逼塞空中。無物不透。故其氣常流通於人物軀殼之中而生出人物。其父母軀殼中所存者。皆天
地之氣也。旣在父母軀殼中。則又是父母之氣也。其實一氣而已也。非於父母之氣之外。更有 天地之氣也。……瞽鯀之生舜禹。
適値天地至淸之氣流通也。堯舜之生朱均。適値天地至濁之氣流通也。中人之生。皆値天地淸濁相雜之氣流通也。天地之氣至淸
至濁者常少。而淸濁相雜者常多。故中人常多。而舜禹朱均。皆不常有也。……或以聖人軀殼中至濁之氣流通爲可疑者。亦不
然。聖人元初禀得於天。爲其身心者。固至淸至粹而一定不易。然其身旣在天地氣運之中。則其游氣之流通者。安得不或値其至
濁者乎。然而亦不害其聖人之爲聖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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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학파 내에 기가 단순히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본체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

다. 가령 율곡의 제자인 박순은 천지지기의 상면에 원기를 둠으로써 기 또한 본체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내 생각에, 원기가 닫히면 혼돈이 되고 열리면 천지가 된다. 천지 밖에 다시 원기가 있고 하나의 기를 부여

받아 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만약 천지를 원기 가운데 한 가지 것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생멸한다면 

이는 석씨가 허공을 크다고 하고 천지를 허공 가운데 한 가지 것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여기

서 말한 원기는 음양의 기인가 아니면 음도 양도 아닌 기인가? 음양의 기라고 한다면 천지는 음양이니, 음양 

밖에 어찌 다시 음양이 있겠는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기라고 한다면 기는 양이 아니면 음이고 음이 아니면 

양이다. 또한 어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기가 있겠는가? 천지가 품수해서 태어남이 있다면 이는 음양이 품수

해서 태어남이 있는 것이고 음양은 시작이 있는 것이다. …… 내가 예전에 사암 박상공이 ‘담일한 기가 음양의 

시작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선생님(율곡)이 그를 기롱하시면서 ‘이와 같이 괴이한 말을 경전에서 본 적이 

없었다. 요즘 이런 논의는 아마도 사암의 논의 가운데 거칠고 조악한 잔여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 다. 

선생께서 어찌 저기서는 비판하시고 여기서는 써먹을 수 있겠는가? 기록이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다.5)

한원진은 “천지 밖에 다시 원기가 있고 하나의 기를 부여받아 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천지는 현상 세계의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지는 원기로부터 하나의 기를 부여받아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감각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논리가 성립된

다. 한원진은, 이 같은 주장은 현상 세계를 幻影이라고 규정하는 불교와 같은 논리라고 비판한다. 천지는 또한 

음양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원기가 하나의 기(음양)로써 천지를 만들었다면 음양 밖에 또 다른 음양이 존재하

게 된다. 게다가 원기는 음도 양도 아닌 기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원기는 인간의 감각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다. 현상 세계(음양)는 조물주의 천지

창조와 같은 시작이 있게 된다. 박순은 “담일한 기가 음양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이런 주장이 바로 본체로서

의 원기 개념을 초래하게 만든 것이다. 한원진은 박순의 주장과 함께 율곡이 “이와 같이 괴이한 말을 경전에서 

본 적이 없다. … 요즘 이런 논의는 사암의 논의 가운데 거칠고 조악한 잔여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비판한 

것을 실었다. 이는 율곡 당시 뿐 아니라 남당 주변에도 이 같은 논의가 횡행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천지지

기가 부모지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율곡의 이 비판을 실은 것은 천지지기가 부모지

5)  , 栗谷別集付籤｣, 按元氣闔則爲渾沌。闢則爲天地。非天地之外。復有元氣。而賦一氣爲天地。…… 若以天地爲元氣中一物。
而生滅於其中。則此與釋氏以虛空爲大。而以天地爲虛空中一物者。何以異哉。且此所謂元氣者。是陰陽之氣耶。抑非陰非陽之
氣耶。以爲陰陽之氣。則天地卽陰陽。陰陽之外。豈更有陰陽耶。以爲非陰非陽之氣。則氣非陽卽陰。非陰卽陽也。又安有非陰
非陽之氣耶。天地有所禀而生。則是陰陽有所禀而生。而陰陽有始矣。…… 竊嘗聞思庵朴相公以湛一之氣爲陰陽之始。先生譏之
曰。如此怪語。不曾見於經傳。今此說殆不過爲思庵論議之粗粕緖餘耳。先生豈肯斥之於彼而自爲於此乎。其爲記錄之誤必矣。
又按此條自後天地度數以下自無病。申之以爲後天地度數與先天地度數必齊者。未可曉也。以歲月言之。則或今月大而來月小。
或去歲無閏而今歲有閏。小者大之影也。以此推之。則先後天之度數。亦安得無少異也。然其大體則必相同也。又按氣之不齊氣
字。恐物字之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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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의를 율곡이 제자 김진강과 나누었기 때문이다. 한원진은 원기와 천지기기의 관

계에 해서 율곡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원문을 제시함으로써 ‘원기는 본체로서 순수한 것이다’라는 주

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

Ⅳ.心의 純善에 관한 문제

율곡학파라면 호학이든 낙학이든 모두 ‘마음은 기이다(心是氣)’라고 주장한다. 다만 학파에 따라서 마음은 

순전히 맑은 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앞서 한원진이 천지지기와 부모지기에 관해서 

논한 것을 보면 호학은 성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이는 浩然
之氣와 관련해서 心氣와 身氣의 동이문제를 논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내 생각에, 사람들은 지혜롭고 어리석고 현명하고 못난 것을 막론하고 모두 浩氣를 얻었다. 천지지기가 승

강 비양하는 것은 비록 탁하고 잡박한 것이 서로 섞임이 없을 수 없지만, 성 유행함의 바탕은 동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때문에 사람에게 보존된 것이 또한 이와 같다. 요즘 말처럼 기의 맑은 것을 얻은 사람이 호기가 

있다고 한다면 기의 탁한 것을 얻은 사람은 호기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아마도 온당하지 않은 듯하다. 

가령 주자는 호기를 몸에 가득 찬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단지 심상의 기운이라고 하니, 또한 편벽되고 고루

한 듯하다.6)

인간은 누구나 천지지기를 받아서 태어난다. 천지지기는 순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탁하고 잡박한 것이 

서로 뒤섞여있다. 때문에 어떤 부류의 인간들은 지혜롭고 현명하지만 다른 어떤 부류의 인간은 어리석고 못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浩氣를 얻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한

다면, ‘천지지기 외에 호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호기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애초에 도덕적 존재

가 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설령 호기를 신기가 아닌 심기라

고 설정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선 맹자의 맥락상, 호연지기는 몸에 가득 찬 기운이다. 

때문에 호연지기는 심기가 아니라 신기라고 해야 한다. 또한 맹자는 “호연지기는 의리를 많이 축적해야 생겨

나는 것이다. 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습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7)라고 했다. 호연지기는 완전성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질 혹은 바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다. 자질 혹은 바탕은 곧장 구체적인 모습(선)이나 선의 근거를 의미한다고 보기 힘들다. 가령 화려한 꽃을 

수 놓은 하얀 손수건이 있다면 하얀 손수건은 화려한 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라고 해야지 하얀 손수건이 

6)  , 栗谷別集付籤｣, 按人無智愚賢不肖。而皆得浩氣。盖天地之氣升降飛揚者。雖不能無濁駁之相雜。其盛大流行之體。則未嘗
不同。故其存乎人者。亦猶是焉。今曰得氣之淸者有浩氣。則其得氣之濁者。似未能得浩氣也。竊恐未安。且朱子以浩氣爲體之
充。而今只以爲心上氣。則亦恐偏枯。

7)  , 公孫丑(상)-2｣,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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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화려한 꽃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때문에 심기를 신기에 비해 도덕적인 것으로 구별하려는 

시도는 심기든 신기든 기인 이상 어느 것도 선 일변도로 나갈 수 없음을 망각한 것이다.

마음은 기로서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이는 한원진이 인심도심을 논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元亨利貞은 천의 성이다’에 관해서 말한 것을 물었다. 신유는 ‘천 또한 기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에 관해서 

말했다. 내 생각에, 이 답은 본래 정당하다. 신유의 논의가 도리어 잘못 되었다. 천이 기수에서 벗어나고 

常理에 어긋나는 것은 단지 인정의 불선한 것과 짝을 이룬다. 인심은 선도 있고 악도 있으니, 어찌 기수에 

벗어나고 상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시킬 수 있겠는가? 인심과 도심을 비해서 말하자면 도심은 리를 따르

는 것이므로 인심을 상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심은 선악을 겸하고 있으니, 악한 것은 

진정 상리에 어긋나지만 선한 것도 상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는가?8)

元亨利貞은 하늘의 성으로, 인간이 품수하면 인의예지가 된다. 율곡학파에서 인간의 본성은 리가 기와 결합

한 상태이다. 여기서 기는 마음이다. 때문에 본성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리이다. 다만 마음속의 리는 아무런 

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리는 자신의 모습(선)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한다. 기가 어떤 모습(선악)을 띠느냐

에 따라서 현상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결정된다. 마음이 선이냐, 악이냐는 常理(도덕규범)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마음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인심)이 악하다고 한다

면 이는 선한 마음(도심)과 비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심은 도덕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마음이 선인지 악인지를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도 

악도 아니라고 답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심이 꼭 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 인심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때문에 인심이 악하다면 마음의 반응이 도덕규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해야겠지만, 아무런 반응을 드러

내지 않은 마음은 선도 악도 아닌 것이다.

마음이 선도 악도 아닌 것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인심도심의 논의에서 유추해

보자면 인간은 도덕규범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외부 상과 마주쳤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이 도덕적 행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음이 도덕규범을 받아들 느냐, 그리고 이

에 입각해서 제 로 반응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굳이 ‘인간의 마음이 본래 어떠하냐?’라는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어떻게 도덕규범을 행위의

표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표준은 무엇에 근거해서 제작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도덕규범의 제작이 인간 마음의 반응체계와 접한 관련이 있다면, 또한 무엇보다도 이 반응체계를 모

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면 도덕규범의 보편성은 성립될 수 있다. 한원진은 이를 ‘精爽’과 ‘虛靈’으로 풀이한

다.

8) 南塘集, ｢栗谷別集付籤｣, 問。元亨利貞。天之性也云云。申愈曰。天亦迫於氣數云云。按此答本自正當。申說反誤。天之迫
於氣數。反於常理者。只可與人情之不善者作對也。人心則有善有惡。安得以迫於氣數。反於常理者當之也。人心與道心對言。
而道心爲循理。故以人心爲反常。然人心兼善惡。惡者固反常。善者亦可謂反常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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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 사람이 지혜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못나게 되는 까닭은 다만 마음의 청탁명암에 달려있을 뿐이

다. 만약 청기를 보존한 것이 모두 마음이 된다면 이 마음은 동일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어찌 지혜롭고 어리석

고 어질고 못난 것의 구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한 품수한 기가 지극히 탁하고 조금이라도 맑은 기가 없는 

것을 마음이 없다고 하겠는가? 사람의 품수한 기가 비록 완전히 탁하더라도 그 기의 정상이 마음이 되므로 

또한 허령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상은 본래 탁기의 정상이므로 밝히는 것이 청기의 정상이 마음이 되는 것만 

못하다.9)

한원진은 “사람이 지혜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못나게 된 까닭은 다만 마음의 청탁명암에 달려있다”라고 말한

다. ‘智⋅愚⋅賢⋅不肖’는 마음의 반응능력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누군가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특히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똑똑하다거

나 멍청하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무능하다고 얘기한다. 누구나 탁월한 반응능력을 소유하고 태어났다면 동

일한 마음, 즉 성인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간

의 반응능력은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반응능력이 다르다면 인간은 무엇으로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 한원진은 ‘사람들이 설령 탁한 기를 품수했더라도 기의 정상이 마음이 된다. 

때문에 허령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는 다른 존재와 달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은 가장 빼어난 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빼어난 기의 특징은 텅 비어서 신령하다는 것이다. 텅 비어서 신령하다는 

것은 어떤 상이든 그 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반응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반응의 적절성은 ‘智⋅愚⋅賢⋅不肖’에 따라서 달라진다.

동물과 비해보면, 인간 마음의 반응 상은 인륜관계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그 반응

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 모든 것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관계

를 계속 확충해나가든지 좋지 않은 관계를 개선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원진은 바로 인간의 마음

(반응능력)은 비록 기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동물과 달리 모든 상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

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만물이 이미 생겨났다면, 기의 바르면서도 통한 것을 얻으면 사람이 되고 기의 치우치면서도 막힌 것을 얻

으면 사물이 된다. 기의 치우치면서도 막힌 것을 얻은 사물은, 이 때문에 리의 전체를 비록 얻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질에 따라서 성 또한 치우치고 막히게 된다.(기속에 리만을 가리킨다면 혼연한 전체가 스스로 

그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초목은 전혀 지각이 없다. 금수는 비록 지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혹 한 측면으로 

통할 뿐이지 끝내 형기에 구속됨으로 인해서 전체의 크기만큼 확충할 수 없다. 사람은 기의 바르면서도 통한 

것을 얻었다. 때문에 마음이 가장 허령하고 건순오상의 덕을 갖추지 않음이 없다. 그 지극한 것을 확충하여서 

9)  , 栗谷別集付籤｣, 按人之所以智愚賢不肖者。只在於心之淸濁明暗耳。若果淸氣存者皆爲心。則是心無不同矣。安得有智愚賢
不肖之分也。且禀氣至濁而無一分淸氣者。不可謂有心耶。盖人之稟氣。雖有全濁者。而其氣之精爽爲心。故亦能虛靈。但其
精爽。自是濁氣之精爽。故其明不如淸氣之精爽爲心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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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에 참여할 수 있다. 

화육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자기 직분상의 일이다. 이는 사람과 사물이 나뉘는 까닭이다.10)

한원진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기의 바르고 통한 것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륜과 같은 완전한 인륜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반응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원진

이 ‘동물 또한 리의 전체를 얻었지만 기질에 따라서 성 또한 치우치고 막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것을 

보면 마음의 반응능력이 텅 비어있지 않음으로써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어떤 

상과 마주하면 반응을 전혀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호랑이나 이리는 부자관계만을 

형성하고, 벌이나 개미는 군신관계만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동물은 인간에 비해 완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음의 반응능력이 바로 지각이다. 지각은 동물 뿐 아니라 사람도 갖고 있는 것이

지만, 사람의 지각만이 모든 상과 반응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은 오륜관계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Ⅴ.智와 知(覺)의 體用에 관한 문제

한원진은 ‘지각을 지에 부속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비판한다. 한원진은 예기의 구절을 인용함으로

써 ‘지각은 모든 감정을 포괄함으로써 지에 부속되는 것이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논증한다.

지각을 논하는 데 이르러서는 지에 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삼가 훈고해보면 이렇지 않은 듯하다. 

예기, ‘무엇을 인정이라고 하는가? 희⋅노⋅애⋅구⋅애⋅오⋅욕이다’라고 했다. 일곱 가지 정은 배우지 않

고도 할 수 있다. 일곱 가지 정은 어떤 경우는 인에서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의에서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예에서 드러난다. 지각이 희⋅노⋅애⋅구⋅애⋅오⋅욕하는 것이 바로 지의 드러남이다. 마음의 지각은 칠정 

밖에 있지 않고,

일곱 가지의 정은 지의 작용 밖에 있지 않다. 그런즉 지각이 지에 배속되어야 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는

가? 때문에 정자는 ‘智가 知이다’라고 했다. 주자는 또한 매번 ‘지각은 지의 작용이다’라고 했다. 이는 과연 

잘못된 것이겠는가? 만약 지의 작용이 칠정을 포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한 옳지 않다. 경전에서 인정을 말한 

것은 예기보다 상세한 것이 없다. 어찌 유독 지의 작용을 말하지 않았겠는가? 성이 있다면 반드시 정이 있는 

것이다. 칠정 가운데 하나를 나누어서 지에 배속시킨다면 진정 좋지 않다. 또한 칠정 외에 따로 하나의 정을 

세워서 그것을 지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좋지 않다. 그런즉 지의 작용은 칠정을 포괄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10)  , 示同志說｣, 萬物旣生。則得其氣之正且通者爲人。得其氣之偏且塞者爲物。物得其偏且塞者。故理之全體。雖莫不得之。
而隨其氣質。性亦偏塞。(就氣中單指其理。則渾然全體。未嘗不自若。)草木則全無知覺。禽獸則雖有知覺而或通一路。終爲形
氣之所拘。而不能充其全體之大。人則得其正且通者。故其心最爲虛靈。而健順五常之德。無不備焉。充其至而能參天地。贊
化育者。皆己分事也。此人物之所以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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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명확하지 않겠는가? 지의 작용은 전언하면 일심의 묘용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고, 편언하면 시비의 일단

을 주로 하는 것이다. 전언은 예기의 이치는 칠정이고 지각이 모든 작용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편언은 맹자

가 사단을 나누고 시비가 본래 하나의 단서라고 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이에 해서 응당 심안을 크게 

해야 할 것이지 하나를 고집해서 둘을 그르쳐서는 안 되고 좁게 보아서 전체를 깨치지 못해서는 안 된다.11)

한원진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희⋅노⋅애⋅구⋅애⋅오⋅욕(七情)으로 수렴한다. 또한 칠정은 ‘배우지 않고

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마치 良知⋅良能처럼 인륜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즉각적인 도덕반

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12) 그런데 한원진은 성인을 제외한 범인들이 순수한 도덕반응을 즉각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어떤 사태가 닥쳐오면 일곱 가지 

반응 중 어떤 것이라도 발출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마음은 분명 기 가운데 가장 맑은 것으로 허령

하고 신령한 반응을 보이지만, 성인을 제외한 범인의 마음은 탁하고 잡박한 것이다.13) 때문에 어떤 사태와 

직면했을 때 순수한 도덕적 반응이 나오기 힘들다. 이런 구도 하에서, 한원진이 “어떤 경우는 의에서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예에서 드러나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단은 칠정에 포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칠정 또한 사단

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칠정이나 사단이 선한 감정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인의예지

의 덕목(선)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동일한 것임을 의미한다. 가령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드러난 안타까운 마음(哀-七情)은 측은한 마음(惻隱之心-四端)과 동일한 범주, 즉 인이란 덕목으로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묶일 수 있다. 이는 조건(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 없는 반응(놀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의 반응체계가 정상적이라면 시간이나 공간의 차이를 두더

라도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반응이 산출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어제나 오늘이나 고향에서나 타지에서나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을 목격하면 안타까운 마음(哀), 즉 측은지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지 분노(怒), 

즉 수오지심이 발출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원진이 ‘지각(七情)이 바로 지(智)의 작용이다’라고 주장한다

면, 모든 감정이 지라는 덕목에 부속되어버린다. 또한 이 주장의 근거로 정자가 말한 ‘智가 知이다’를 제시한다

면 智와 知가 체용관계라는 논리마저 허물어지게 된다. 때문에 인의예지가 설령 도덕본성으로 인간의 내면에 

11)  , 栗谷別集付籤｣, 至於論知覺。則以爲不當屬之於智。揆以古訓。似不如是。記曰。何謂人情。喜怒哀惧愛惡欲。七者不學
而能。七者之情。或發於仁。或發於義。或發於禮。而若其知所以喜怒哀惧愛惡欲者。乃智之發也。心之知覺。不外乎七者之
情。七者之情。又不外乎智之用。則知覺之當屬於智。豈不較然乎。故程子曰。智者知也。朱子又每言知覺智之用。此果皆非
耶。若曰智之用。不能包七情。則又不然。經傳之言人情者。莫詳於禮記。豈獨不言智之用乎。有性必有是情。若於七者之
中。分一以屬智。固不可也。又於七者之外。別立一情。以爲 智之用。亦不可也。然則智之用。包七情而不外者。不亦明乎。
盖智之用。專言之則專一心之妙用。偏言之則主是 非之一端也。專言者。禮記之數七情而智覺包盡其用者也。偏言者。孟子之
分四端而是非自爲一端者也。學者於此。正當大着心眼。不可執一而廢二。窺偏而昧全也。

12) 맹자, ｢13-5｣, 孟子曰,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者, 及其長也, 無不
知敬其兄也. 親親, 仁也, 敬長, 義也, 無他, 達之天下也.”

13) 南塘集, ｢栗谷別集付籤｣, 人之禀氣而生。査滓爲形質。精爽爲心。以査滓精爽對言。則査滓固濁而精爽固淸也。然若只以査
滓精爽分淸濁。則聖人亦固査滓爲質。精爽爲心。而與衆人無別矣。惟其査滓中。也有淸濁。精爽中。也有淸濁。此聖凡賢愚
之所以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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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지각작용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칠정에서 

사단으로 요약된 인간의 마음은 종국에는 감각지각의 최소단위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시비의 마음 또한 측은

⋅수오⋅공경의 마음과 같이 덕목의 일단을 보여줄 뿐이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때문에 시

비의 마음은 결국 사단이나 칠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감정으로 체되어야 한다.

한원진은 본성이 마음의 지각반응에 종속되어있을 뿐 아니라 모든 감각지각이 호오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어떤 사람은 ‘사단은 사단이고, 칠정은 칠정이다’라고 여기는데, 이 역시 틀린 생각이다. 성이 발동하여 정

이 되었으면, 마땅히 그 정도 모두 선해야 할 텐데, 어떤 경우는 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악하기도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발일 때, 기가 처음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리가 맑은 기를 타고 발동하는 것은 기에 의해 

엄폐되지 않아 그 본연의 선이 바로 통하게 되니, 이른바 和이고, 리가 탁한 기를 타고 발동하는 것은 기에 

의해 엄폐되어 그 본연의 선이 바로 통하지 못하게 되니, 화라고 할 수는 없다. 정 가운데 악한 것은 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리가 이미 기에 있게 되면, 기를 따라 스스로 별개의 리가 

되니, 기가 선하면 리도 선하고, 기가 악하면 리도 악하다. 따라서 ‘기만 악하다’거나 ‘리만 선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리의 본연은 아니기 때문에 기를 섞지 않고 리만을 가지고 말하면, 리의 온전한 본체가 혼연

하여 지극히 선하지 않은 적이 없다. 사단⋅칠정이 똑같은 하나의 정이니, 이는 모두 기가 발동함에 리가 탄 

것으로 선악을 모두 겸하는 것이다.14)

한원진은 사단과 칠정을 별개의 감정, 즉 선과 선악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한다. 언뜻보면 퇴계학파를 겨

냥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김창협의 사단칠정론에 관한 비판이다. 율곡학파 내에서 성은 리와 기의 결합이

다. 또한 호학이든 낙학이든 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구조(氣發理乘)이다. 때문에 리가 

맑은 기를 타고 발한다면 본래 모습(善)을 잃지 않게 된다. 다만 리가 탁한 기를 타게 되면 본래 모습을 잃게 

된다. 이는 리의 잘못이 아니라 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가령 인간이면, 누구나 맑은 기를 갖고 있거나 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여전히 선한 마음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한원진은, 성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탁하고 잡박한 기를 품수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인간은 외부 자극에 해서 순선한 감정을 산

출하기 힘들다. 때문에 사단의 선 일변도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단과 칠정은 하나의 반응(情), 

즉 선악의 가능성으로서 동일한 범주에 묶이게 된다.

한원진은, 경의기문록에서 선악의 가능성인 감각지각이 결국 호오라는 최소단위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14)  , 示同志說｣, 或以爲四端自四端。七情自七情。其亦謬矣。性發爲情。則宜其情之無不善。而或善或惡何也。已發之際。氣
始用事。故理之乘淸氣而發者。不爲氣揜而直遂其本然之善。所謂和也。理之乘濁氣而發者。爲氣所揜而不能直遂其本然之
善。不可謂之和也。情之惡。氣使之然。非理之罪也。然是理旣在是氣。則隨其氣而自爲一理。氣善則理善。氣惡則理惡。不
可謂氣獨惡而理獨不惡也。但非理之本然也。故不雜乎氣。單指其理。則 理之全體。未嘗不渾然至善也。四七一情。則皆是氣
發理乘而皆兼善惡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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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章의 요지는 맹자, 사단장⋅예기, ｢악기｣의 논의와 같되 그 뜻이 더욱 정 하다. 이 장에 나오는 

‘親愛’와 ‘哀矜’과 맹자에 나오는 ‘측은지심’은 인의 단이고, ‘賤惡’와 ‘敖惰’와 ‘羞惡之心’은 의의 단이며, ‘畏
敬’과 ‘恭敬之心’은 예의 단이며, ‘호이지기악(好而知其惡: 좋아하면서도 그 나쁨을 앎)⋅오이지기미(惡而知其
美: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앎)’와 ‘是非之心’은 지의 단이다. 친애와 애긍, 외경과 지기미는 호에속하고, 

천오와 오타, 지기악은 오에 속한다. 호오는 사단을 통괄하는데 호는 인의 발단이고 오는 의의 발이니, 인과 

의는 인성을 나누어 통섭한다. 호오는 또한 知에 통섭되니, 智는 또한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덕이다. 이로써 

성현이 전수하는 것을 환하게 알 수 있다.15)

한원진은, 맹자, ｢사단｣이 예기, ｢악기｣⋅ 학, ｢제팔장｣의 논의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엄 하게 

말해서,  학은 예기와 전혀 다른 맥락의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학은 사서체계로 

편입되기 전까지, 예기의 한편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맹자의 사단이 두 경전의 논의와 이치에 맞지 않

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단 또한 마음의 한 반응이고, 마음이 기인 이상 사단이 선 일변도로

만 해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앞서 이미 여러 번 논증했다. 때문에 세 경전에서 논한 감정이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더 논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원진이 감각지각을 어떻게 칠정으로부터 

사단을 거쳐 호오로 수렴해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지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

다. 한원진은 친애나 애긍과 같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측은지심과 동일한 것으로, 천오나 오타와 

같이 미워하는 감정을 수오지심과 동일한 것으로, 외경이나 공경과 같이 흠모하는 감정을 공경지심과 동일한 

것으로, 좋아하면서도 나쁜 것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아는 감정을 시비지심과 동일한 것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다시 분류작업을 해보면 친애, 애긍, 외경, 공경, 아름다운 것을 아는 것은 모두 상을 좋아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천오, 오타, 나쁜 것을 알고 미워하는 것은 모두 상을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이나 칠정 모두 상을 받아들이려는 자세(取)를 취하느냐 아니면 상을 배척하

려는 자세(攻)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받아들이려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배척하려는 것은 싫어하는 감정을 토 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단은 호오로 가름할 수 있다. 사단과 

칠정이 호오로 요약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다만 한원진이 ‘호오는 지로 통섭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호는 인의 발단이고, 오는 의의 발단이다. 이는 호오가 인의로 통섭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의가 표덕목으로 제시되는 것은 맹자를 존숭하는 입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한원진의 논리 로 보라면, 본성 중에 우두머리 덕목은 仁이 아니라 智가 된다. 好惡가 결국 윤리적인 

문제, 즉 智라는 덕목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호오는 바로 好善惡惡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15)  , 篇題, 第八章｣, 此章之指與孟子四端章禮經樂記之說同, 而其意尤密. 親愛哀矜惻隱之心, 仁之端也; 賤惡敖惰羞惡之心, 義
之端也; 畏敬恭敬之心, 禮之端也; 好而知其惡惡而知其美是非之心, 智之端也. 親愛哀矜畏敬知其美, 屬好; 賤惡敖惰知其惡, 

屬惡. 好惡統四端, 而好者仁之發, 惡者義之發, 則仁義所以分統人性也. 好惡又統於知, 則智之所以又專一心之德也, 聖賢傳受
灼可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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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호오는 절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원진의 논의에서 

이런 마음을 전제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마음은 무엇이 좋아할 만한 상인지, 그리고 무엇이 싫어할 

만한 상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분별기준

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한원진은 ‘智는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덕목이다’라고 말했다. 호오는 감각지각으로, 

일관된 도덕원칙을 고수하기 힘들다. 때문에 마음은 감각지각이 아닌 도덕원칙을 따름으로써 도덕지각을 만

들어낼 수 있다. 한원진은, 감각지각(知=好惡)과 도덕지각(智=好惡+理)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감각지

각(好惡)은 도덕기준(理)을 확보함으로써 지(智-好善惡惡)라는 덕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논증한 것이다.

Ⅵ.克己와 復禮의 同異에 관한 문제

한원진은 ‘극기 이후에 다시 복례의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송시열은 “주자가 ‘단지 

자기의 사욕을 이기면 인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공자는 다만 ‘극기위인’이라고 해야지 하필 복례를 

얘기했는가?”16)라고 했다. 이는 사욕을 극복하고 나서 예법에 맞는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도덕본성을 

실현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때문에 송시열의 철학 체계에서 극기와 복례는 두 가지 일로 나뉘게 

된다.

내 생각에, 조치하고 안배하는 것은 바로 묘목이 자라도록 뽑아 올리는 병통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자와 

주자와 같은 선생들은 이를 경계로 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논의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또한 내 생각에, 

우암 선생은 극기 이후에 다시 복례의 공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아마도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천리와 

인욕은 서로 消長하는 것이므로 극복하고 돌아가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일이다. 만약 인욕이 비록 이미 극복되

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천리로 돌아가지 못했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거울을 닦는 것에 비유하자면 티끌을 

다 닦으면 그 밝히는 것이 자연히 돌아오게 되는 것과 같다. 어찌 티끌을 닦은 후에 다시 돌이켜 비추는 일이 

있겠는가? 이 단락은 반드시 산삭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17)

한원진은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일이다’라고 반박한다. 송시열과 같이 克己復禮를 

두 가지 일로 여긴다면, 어떤 사람이 사욕을 극복하더라도 예법에 딱 들어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

하는 것이다. 송시열이 논한 극기는 인욕이 완전히 극복된 상태라고 규정하기 힘들다. 송시열이 “과와 불급으

로 인해서 악으로 흐르게 된다고 하면 괜찮다. 다만 과와 불급을 악이라고 한다면 온당하지 않다”18)라고 한 

것을 보면, 과불급은 법도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때문에 중, 즉 적절함을 

16)  , 栗谷別集訂誤｣, 朱子曰只克去己私爲仁則孔子只當曰克己爲仁。何必言復禮哉。
17) 南塘集, ｢栗谷別集付籤｣, 按措置安排。正指揠苗助長之病。程朱諸先生未嘗不以是爲戒。此說恐未爲病。又按尤菴先生以爲

克己之後。又有復禮之功。則竊恐未安。天理人欲。相爲消長。故克之與復。只是一事。若曰人欲雖已克去。而天理猶未復。
則恐未然也。譬如磨鏡。其垢旣盡則其明自返矣。豈於磨垢之後。更有返明之事乎。此段恐不必刪。

18) 宋子大全, ｢栗谷別集訂誤｣, 謂因過不及而流於惡則可也。直以過不及爲惡則未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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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위한 잣 인 예법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송시열의 논리 로 보자면,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에 관해

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야 할 뿐 아니라, 기준을 마련하는 일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후에, 비로소 나의 판별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예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으

로 나아가게 된다. 송시열의 입장에 관해서, 한원진은 “주자가 ‘천하의 도는 두 가지이다. 선과 악일뿐이다’라
고 했다. 선에서 벗어나면 바로 악으로 들어간다. 중간에 다시 별도의 도리를 붙일 필요가 없다. 중은 선이다. 

과불급이 있자마자 선에서 어긋난다. 선에서 어긋나면 어찌 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9)라고 반박한

다. 한원진은 현상세계에서 선악을 제외하고 따로 존재하는 제3의 가치는 없다고 논박한다. 천리가 아니면 

인욕이고, 인욕이 아니면 천리이다. 과불급 또한 인욕, 즉 악일뿐이다. 선악의 기준은 명확하다. 도덕규범에 

딱 들어맞으면 선이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악이다. 사욕의 극복이 가능하려면 어떤 사람이 상 혹은 사태와 

마주치기 전에 이미 도덕규범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은 자신의 반응이 인욕인지 그렇

지 않은지를 변별할 수 있게 된다.

한원진이 논한 극기복례는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극기와 복례가 하나의 일이라고 한 까닭은 내면

에 갖추어진 도덕본성보다 이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외면의 도덕규범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덕본

성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더라도, 마음이 기인 이상 그리고 선보다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이상 도덕본성

은 아무런 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칠정이 사단으로, 사단이 호오의 감각지각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때문에 도덕본성의 실현여부는 도덕규범의 수용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궁리⋅존양⋅역행이라는 세 가지 것에 불과하다. 이른바 궁리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는 것이니, 가령 사물에 있는 이치는 각각 그 지극한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이 없고 나에

게 있는 지각은 또한 그 이르는 바에 따라서 다하지 않음이 없다면 천리와 인욕의 분별이 환해져서 지향하고 

버려야 할 바를 알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른바 존양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 마음으로 하여금 항상 환히 밝게 하여서 조금도 혼매함이 없게 하고 적연하게 치우치거나 기울어

지는 것이 없게 하면 마음의 바탕이 확립되고 근본이 더욱 두터워진다. 이른바 역행은 부자관계에서는 마땅히 

친함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군신관계에서는 마땅히 의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부부관계에서는 반드시 분별

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붕우관계에서는 반드시 신의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 말을 하거나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이르러서는 천리에 따라서 인욕을 끊어버리지 않음이 없다면 마음은 바름을 다하고 몸은 닦음을 

다하게 되어서 성인과 교화를 함께할 수 있고 천지와 덕을 합할 수 있다.20)

19) 南塘集, ｢栗谷別集付籤｣, 朱子曰。天下之道二。善與惡而已。盖纔離於善。便入於惡。中間更不容着別一道理矣。中則善
也。而纔過不及。則便違於善矣。旣違於善。則安得不謂之惡也。

20)  , 示同志說｣, 其所以治之者。不過曰竆理存養力行三者而已矣。所謂竆理者。卽事卽物。竆至其理。使其理之在物者。無不
各詣其極。而知之在我者。亦無不隨其所詣而極焉。則其於天理人慾之分。無不瞭然而知所趍舍矣。所謂存養者。戒愼恐懼乎
不睹不聞。常令此心烱然而無少昏昧。寂然而無所偏倚。則中體立而根本深厚矣。所謂力行者。在父子則當盡其親。在君臣則
當盡其義。處夫婦則必極其別。處朋友則必極其信。至於一言之發一事之爲。無不循天理而絶人慾。則其心極其正。其身極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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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궁리⋅존양⋅역행이다’라고 말한다. 궁리는 도덕규범의 수용과 적용이

라고 할 수 있다. 한원진은 궁리를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가령 내가 

친구와 만났을 때를 가정해보자. 친구라는 인륜관계 속에서 내가 실현해야 할 가치는 신의이다. 그런데 나는 

신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 어쩌면 신의를 왜 실현해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다. 

마음의 반응이 호오와 같은 감각지각이라고 한다면 상과 마주했을 때 곧장 도덕적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의 혹은 어떤 것의 도움으로 이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사물

에 나아가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질문의 해답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내가 

친구와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친구에 한 사랑의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 미움의 감정이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이 도덕규범의 실현을 위해서 발생

한 것인지 아니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친구에 한 내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그 마음이 도의에 부합한다면 나는 그 

마음을 보존해서 잘 키워나가야 한다. 반 로 내 마음이 이해관계를 타산한 것이라면 즉시 그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때문에 궁리는 일차적으로 도덕규범-잣 를 수용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 내 마음이 도덕규범

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적용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양은 궁리로써 가려낸 마음을 잘 보존해

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내가 상 에 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나 자신만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도덕규범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서도 나 자신만이 알고 있다. 여기서 내가 도덕적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규범 앞에 진실한지,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

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때문에 한원진은 존양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자신의 지각반응이 도덕규범 앞에 진실하고 상 방에게 진실할 때 비로소 선한 덕목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역행은 바로 나와 상 방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인륜관계는 크게 다

섯 가지로 분류된다. 이것이 바로 오륜이다. 우리의 감각지각 또한 오륜 속에서 호오의 반응으로 드러난다. 

동물들은 이 지점에서 인간과 동일하지 않다. 동물의 지각반응은 한두 가지의 관계에 국한된다. 때문에 완전

한 도덕공동체 혹은 도덕본성을 완성할 수 없다. 인간은 오륜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드러나는 호오의 감정을 

도덕규범에 부합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 부단한 노력이 바로 역행이다. 窮理-存養-力行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논의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도덕적 인간이나 도덕적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때문에 궁리-존양-역행은 병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라도 빠트리거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극기복례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라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修。而可以與聖人同其化。與天地合其德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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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마치는 글

필자는 한원진이 도덕지각설을 주창한 학자라고 생각한다. 도덕은 예법과 같은 규범이고, 지각은 호오와 

같은 마음의 작용이다. 도덕규범은 인간에게 도덕적 삶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하게 인간의 선악을 판결해줄 뿐이다. 지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삶을 거부하게 만든다. 호

오의 감각작용은 끊임없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때문에 도덕지각이란 용어는 다소 모순되는 것 같다.

도덕지각은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령 환자가 의사의 진료로 병을 치유하

듯이, 도덕지각은 도덕반응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이 도덕규범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데 도덕규범이 이식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지각반응이 곧장 도덕적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여전

히 사적 이익만을 추구할 뿐 아니라, 도덕규범이 직접 개입해서 반응을 산출하거나 제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도덕지각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인간의 감

각지각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생사의 문제이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각반응이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사적 욕망의 적절함을 확립하

려고 한다. 다만 인간은 애초에 스스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른 무엇, 즉 자신과는 본질적으

로 다른 무엇에 의지해야 한다. 가령 외부 상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도덕규범이다.

도덕규범은 無情의 존재이다. 반응은 오직 有情의 존재인 마음만이 드러낼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은 우선 

외부로부터 도덕규범을 자신의 마음속에 수용해야 하고, 이로써 내 마음의 반응을 항상 단속해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이 부단하게 이어져야만 인간은 비로소 도덕규범에 자신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도덕지각은 결국 예

법으로 자신을 단속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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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세계 속의 유교적 인문가치 - 공자와 공손룡과 

명실 관계 비교를 통한 유교의 정명론 의미 재정립

정단비 (서울 학교 철학과)

규범적인 측면이 강한 유가의 정명론은 자칫하면 역할의 틀에 갇히기 쉽다는 점에서 고리타분하며 보수적

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이장희 등은 유가적 명실 관계에서 實이 차지하는 지위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1).

본고에서는 이와는 반 로 명실 관계에서 名을 강조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실체, 덕목, 그리고 지위

의 관계를 유가와는 다르게 설정하는 공손룡의 정명론과 비교함으로서 확인해보려 한다.

1. 공자의 정명론

“觚不觚, 觚哉! 觚哉!”2)
이 문장은 공자가 당 의 혼란이 ‘이름이 올바르지 않음’에서 나왔음을 한탄하며 뱉은 말로, 공자의 정명론

을 표하는 문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문장의 첫 번째 觚(사각잔)는 觚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물건을 지칭

한다. 두 번째는 觚가 마땅히 가져야할 덕목, 즉 ‘사각’이라는 성질을 말한다.

만약에 ‘사각 잔에 각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이제부터는 원 잔이라고 부르도록 하자’는 것이 공자의 주장이었

다면, 공자의 정명론은 기표와 기의의 정확한 관계에 한 언어학적 주장일 뿐, 정치나 수양을 위한 함의를 

가진 명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觚는 잔의 명칭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제사에

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사각 잔’이라 불리는 잔이 사각이 아니라면, 사각 잔의 자리에 놓을 수 있겠는가, 사각 잔의 자리에 놓을 

수 있겠는가!”
‘君君 臣臣 父父 子子’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정치의 조건으로 임금이 임금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것을 꼽았다. 이 문장에는 세 번째의 君이 나오지 않지만 그 함의를 파악하자면, 임금은 임금다운 행동을 해야

만 임금으로서의 우를 기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임금이 임금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한 공자의 답은, 나라를 떠나는 것이었다. 공자는 위와 같은 

1) 이장희, 정명론의 명실 관계에 한 고찰

2) 論語｢雍也｣“觚不觚, 觚哉! 觚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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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통해 제경공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곧 포기하고 더 이상 그를 임금으로 모시지 않았다.

공자의 정명론은 각각의 인물이 해당 지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종용한다. 이는 아들이나 신하처

럼 지위가 낮은 이뿐 아니라 아버지나 임금, 즉 권위를 가진 인물들에게도 해당되는 규범이다. 이러한 가르침

을 기반으로 성립된 조선의 왕은 비록 권력의 중심이었다고는 해도 마음 로 힘을 휘두를 수 없었으며, 항상 

성리학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해야만 했다. 어쩌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행동을 

규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공자와 다른 의미로 정명론을 주장한 공손룡을 통해서 볼 수 있다.

2. 공손룡의 정명론

공손룡은 白馬非馬라는 궤변으로 표되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가 사실은 기표와 기의간의 일 일 응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얼핏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그의 저작 중 ‘명실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나온다.

이름이 올바르면, 이것과 저것에 고유하다.

‘이것’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라는 실체에 ‘이것’이라는 명칭이 고유하지 않으면, ‘이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3)

무릇 명칭이란 실체를 일컬어야한다. ‘이것’이 ‘이것’이 아님을 알고, ‘이것’이 ‘이것’의 역에 있지 않음을 

알면, 일컫지 말아야 한다.4)

공손룡의 이 주장은 매우 무난하다. ‘말’이라는 단어는 오직 말만을 지칭해야 하며, 소를 말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말’이라는 단어에 말 이외의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공손룡에 의하면 ‘백마’는 지칭하는 바가 ‘말’과 다르기 때문에, 백마를 말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5)6) 그렇다면, 백마와 말이 지칭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흰 말이라는 것은, 흼이 하얗게 할 상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하얗게 할 것이 정해진 흼은 흼이 아니다. 

말이라는 것은 색에 해 거부하고 취하는 바가 없는 상태이므로, 노란 것이나 검은 것이 모두 응할 수 있다. 

백마라는 것은 색에 거부하고 취하는 바가 있다. 노란 말이나 검은 말은 모두 색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직 백마만이 응할 수 있을 뿐이다. 거취가 없는 것은 거취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백마

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7) (밑줄은 필자)색에 의해 한정된 말은 어떤 조건으로도 한정되지 않은 말 

그 자체와는 다르다. 확정되지 않은 것, 그러므로 공손룡은 이를 不定者라고 칭하며, 풍우란은 이를 플라톤의 

3) 其名正, 則唯乎其彼此焉。謂彼而彼不唯乎彼，則彼謂不行；謂此而此不唯乎此，則此謂不行。其以當不當也。不當而當，亂也。
4) 夫名，實謂也。知此之非此也，知此之不在此也，則不謂也。知彼之非彼也，知彼之不在彼也，則不謂也.

5) 以有馬為異有黃馬，是異黃馬於馬也；異黃馬於馬，是以黃馬為非馬
6) 白馬者，馬與白也；馬與白 馬也? 故曰：白馬非馬也
7) 白馬者，言白定所白也。定所白者，非白也。馬者，無去取于色，故黃、黑皆所以應。白馬者，有去取于色，黃、黑馬皆所以色

去，故唯白馬獨可以應耳。無去者非有去也；故曰：｢白馬非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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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8).

공손룡은 견백론에서, 다른 어떤 존재나 속성과도 ‘분리되어’ 존재하는 부정자에 한 설명을 이어간다.

단단함은 돌과 같지 있지 않을 때에도 단단함이고, 다른 사물과 결합하기 전에도 단단함이니, 단단함은 반

드시 단단한 것이어서, 돌이나 사물을 단단하게 하지 않아도 단단한 것이다. 천하에 단단한 것이 없을 때에도 

단단함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흼이 진정 스스로 흰 것이 아니라면, 어찌 흰 돌이나 흰 사물이 있겠는가? 흼이란 반드시 흰 것이

니, 사물을 희게 하지 않을 때도 희다. 노랑이나 검정도 마찬가지다. 돌이 없다면, 어디 ‘희고 단단한 돌’을 

따지겠는가? 그러므로 분리돼있다는 것이다.9)

위의 인용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분리된 존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해당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다른 사물의 향과 상관없이 해당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이 존재의 성격에 의존하여 다른 존재들이 이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세상에 백마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흼’, ‘말’이라는 부정자들이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마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흼’, ‘말’이라는 부정자는 있어왔다.

백마와 말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백마의 존재가 말이라는 부정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러므로 공손룡은 다음과 같은 결론까지 내고 있다.

분리된 것이 천하에 가득 차있고, 그러므로 홀로 正하다.10)

공손룡은 ‘올바른’ 것이 그저 해당 명칭에 맞는 실체를 갖춘 것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백마’가 정확하게 하

얀 말을 가리킨다면 이 둘 사이에도 正名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손룡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직 부정자와 그에 해당하는 명칭의 관계만이 올바를 수 있다.

유가에 있어서의 명실 관계가 그 존재의 도덕성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공손룡에게서의 명실 관계는 그 존재

의 ‘부정자로서의 지위’에 의해 좌우된다. 유가에서의 왕이 도덕성을 잃으면 그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면, 공손룡의 왕은 도덕성을 잃어도 지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3. 공손룡 정명론의 정치적 함의

공손룡의 궤변은 말장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왔고, 그러므로 ‘사상가’라고 불리기에

8) 풍우란, 중국철학사 상

9) 曰：｢堅未與石為堅，而物兼未與為堅，而堅必堅；其不堅石、物而堅。天下未有若堅而堅藏,｣｢白固不能自白，惡能白石物乎？
若白者必白，則不白物而白焉，黃黑與之然。｣｢石其無有，惡取堅白石乎？故離也。

10) ｢離也者天下，故獨而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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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상무도 지적한 바 있듯이, 공손룡의 주장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에 한 정치적인 해석으로 읽힐 수 있는 요소들을 보이고 있다.11)

｢통변론｣에서 보면, 공손룡은 청색과 백색을 더하면 옥색도 아니고 황색도 될 수 없으나, 옥색이 되는 것보

다는 황색이 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편다.12) 얼핏 보기에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지만, 곧 이는 군신관계에 

한 비유임이 드러난다.

어찌 황색이 있겠는가? [그러나] 황색은 정색이므로 올바른 주장이다. 나라에 있어서 군신이 제 자리에 있

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강건하고 오래갈 것이다.13)

옥색보다는 황색이 낫다. 황은 말과 같으니, 같은 류이기 때문이다. 옥색은 닭과 같으니, 함께 싸우기 때문

이다. 싸우면 임금과 신하가 싸워 서로 밝으려고 하는 것이다. 서로 밝으려고 하면 어두워져서 오히려 밝아질 

수 없으니, 올바른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14)

청색과 백색을 더하면, 그 결과가 온전한 청색이 되지도, 온전한 백색이 되지도 않는다. 아마도 실제로는 

옥색에 가까운 하늘색이 나오겠지만, 공손룡은 옥색보다는 황색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공손룡은 이에 두 가지 근거를 드는데, 1) 황색이 올바르며(正) 2) 유사하기(類)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으로 흑백적황청의 다섯 색만이 正色에 해당하기 때문에, 옥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五方에서 보았

을 때 황색은 정 가운데에 있으며 양 옆으로 청과 백을 놓고 있는데, 그러므로 자리 상으로도 이 둘에 가깝고, 

정색이라는 점에서 같은 종류(類)이기도 하다.

청과 백을 섞는 것은 군신 관계에서의 불화에 한 비유다. 청과 백을 섞었을 때 옥색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싸웠을 때 신하의 향력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옥색은 ‘서로 싸워서 서로 밝으려고 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황색을 선택하는 것은 ‘군신이 나라에서 

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백이 이길 만한데, 못이기는 것은 나무가 금을 이긴 셈이다. 나무가 금을 이기면 옥색이 되는데, 옥색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15)

백색은 금속이고 도끼이며, 청색은 나무이기 때문에 백색과 청색이 맞붙었을 때의 이상적인 상황은 백색이 

청색을 이기고 백색만이 남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색은 ‘이길만 하다’. 그런데도 백색만이 남지 않고 조금이라

도 청색이 드러나는 것 - 옥색이 되는 것 - 은 이미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청색이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

고, 이것은 오방의 위계를 어긴 잘못된 결과다.

11) 오상무, 백마비마 논고

12) 青以白非黃，白以青非碧。
13) 惡乎其有黃矣哉？黃其正矣，是正舉也。其有君臣之於國焉，故強壽矣。
14) 與其碧，寧黃。黃，其馬也。其與類乎，碧其雞也，其與暴乎。｣ ｢暴則君臣爭而兩明也。兩明者，昏不明，非正舉也。
15) 白足之勝矣，而不勝，是木賊金也。木賊金者碧，碧則非正舉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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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룡에게 있어서, 군신관계의 갈등은 피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정 어쩔 수 없다면 그나마의 차선책은 ‘황
색’이다. 황색은 정색이다. 正하다는 것은 부정자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색상에서도 또한 다른 것과 결합하

지 않고 존재의 순수성을 유지한 것을 의미한다. 부정자만이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고, 그 正의 성격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처럼. 正色은 다른 색에 오염되지 않은 자신의 색을 그 로 갖고 있다. 또한 황색은 오방에서 

청색과 백색에서 자리 상 가장 가깝다는 점에서 좋은 안이 된다. 이는 서로 싸운 결과가 아니라, 유사성을 

따져서 골라낸 類의 결과이다.

정자와 부정자의 차이에 한 공손룡의 주장, 부정자만이 오염에서 벗어나있고 그러므로 正하며 그 성격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 로 된 정명 관계를 위해서는 부정자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주장의 뒤에는 사실은 이렇듯 왕위의 혈통은 타협될 수 없고, 임금이 그 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어떤 간섭도 

정치상의 정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맹자와의 비교

임금이 임금다워야 함을 주장했던 공자가 제경공에게 자신의 모자란 점들을 돌아보고 나라를 바로잡아 백

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다그쳤다면, 정명은 신하가 임금의 행위를 통제하여 국가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맹자의 경우는 위정자에게 그 이름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기를 넌지시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제선왕이 물었다. ‘탕 임금이 걸 임금을 추방하고 무왕은 주 임금을 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

까?’
맹자가 답했다. “전에 나와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해도 되는 겁니까?”
“어진 자를 해치는 것을 賊이라고 하고, 의로운 자를 해치는 것을 殘이라고 합니다. 殘賊하는 사람은 ‘한낱 

필부’라고 하지요. 한낱 필부인 주를 죽 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16)16)
왕의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하고, 어진 자나 의로운 자를 해치는 행위를 한 걸주는 이미 왕이라고 불릴 수 

없으며, 그러므로 왕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맹자에게 있어서 걸주는 덕을 잃었으므로 지위 또한 

잃을 수밖에 없는 필부들이었다.

같은 상황을 공손룡의 입장에서 보자면, 걸이나 주 임금은 비록 도덕성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혈통의 순수성

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러므로 왕의 지위에 걸맞은 인물이다. 오히려 문왕이나 무왕이 왕의 백색을 

옥색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올바른 자리에서 벗어난 신하들이며,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역적이라고 여질 수도 

16) 孟子｢梁惠王下｣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 臣弑其君可乎. 曰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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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5. 현대사회에서 유가적 정명론이 갖는 의의

유가의 정명론은 정해진 덕목으로 개인의 행동을 옭아매려는 보수적인 사고의 발로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성리학이 제 기능을 다 하던 시절에는 심지어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으며, 왕으로

서의 덕목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권위를 함부로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오른 이에게는 정해진 명분에 따라 행동을 옭아매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명가의 정명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만약에 공자의 정명론을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며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는 식의, 규범의 끊임없는 물림

으로만 이해한다면 유가는 보수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다해야하며, 어떤 지위에서도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현 사회에서 유가적 정명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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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황금률: 공유지대와 관용의 원칙

신정근 (성균관  유학과 교수)

요 지:

유교는 21세기의 다원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있을까? 양립 가능하다면 우리는 유교의 인문 가치 중 무엇을 

재해석할 수 있을까? 필자는 유교의 황금률인 서恕를 공유지 와 관용의 원칙으로 재해석한다

면,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교의 황금률은 서경 등 오경에서 논어의 제자백가로 넘어

오면서 발견된 덕목이다.

서경은 씨족 유 를 근간으로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반면 논어는 패권적 국가에 응하는 인문적 가치

를 질서 확립의 원칙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 우의 문제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게 만들었

다. 이에 한 논어의 모색은 황금률로 나타났던 것이다. 필자는 이 서를, 신분을 떠나서 공정한 관점에서 

사태를 고려하는 공유지 , 나와 남을 동등한 존재로 보고 각자의 개성을 긍정하는 관용의 원칙으로 재해석하

고자 한다.

그것의 정식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恕가 자립적이지 못하고 도道나 인仁의 목적을 전제할 때 그것은 공동체에서 합의되는 도덕적 지반 

위에서 열린 방법으로 도덕적 품성을 계발시킬 수 있다.

1) “인仁한 사람 또는 도道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내가 바라지 않는 것, 즉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둘째, 서恕가 자립적일 때 사람이 진정성에 의거해서 다른 것이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은 채 합의 가능한 

도덕적 관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참으로 바라지 않는 것, 즉 참으로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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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와 21세기 인류의 공동 가치

- ‘인류 보편의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옌빙강 (顏炳罡⋅Binggang Yan - 중국 성원서원 부원장 / 중국 산둥  유학고등연구원 교수)   

개   요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가치’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나누어 설명한다. 특정 사회 형태와 특수한 경제 방식

에서 비롯된 가치는 구체적, 상 적, 일시적인 가치이며, 인간의 본질에 기반한 가치는 보편적, 속적, 절

적인 가치다. 학계에서 말하는 ‘보편적 가치(普世價值)’는 부분 자유, 민주, 평등처럼 특정 사회 형태 및 특

수한 경제 방식에 기반한 가치다. 하지만 인의(仁義)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본질에 근거해 규정한 가치 

혹은 인성 그 자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가치는 보편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 적 가치다. 우리는 이를 

‘인류 보편의 가치(普適價值)’라 부른다. 인의(仁義)는 가치의 주체이자 근원이며, 자유, 민주, 인권, 법과 제

도 등은 가치의 활용이자 인의의 구현이다. ‘인의를 체(體)로 하고 자유와 민주를 용(用)으로 하는’ 동서 문화

의 유기적 결합은 오늘날 세계에서 인류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가 됐다. 21세기는 인류가 보다 고차원

적인 문명으로 나아가는 시 다. ‘인’과 ‘의’로 표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  가치도 분명 새로운 발전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무엇을 추구하든 ‘인’에는 끝이 없고 ‘의’ 역시 다함이 없다. 물론 인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과 ‘의’를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라는 측면과 ‘인’과 ‘의’의 완벽한 실현이라

는 관점에서 ‘인의’는 인류가 원히 염원해야 할 상이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인
의’의 실현은 항상 기제(旣濟)이면서 미제(未濟)인 과정 속에 있다. 

주제어: 인의 자유, 민주, 보편적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 체용(體用)

모든 가치는 인간에게서 비롯된다. 인간이 없으면 가치는 의미를 잃는다. 과거 중국인들이 말하던 ‘천지지

심(天地之心)’이나 ‘우주의 등(宇宙之燈)’도 이와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가치의 주체이자 객체다. 

또 가치의 출발점이자 최종 귀착점이기도 하다. 가치는 자아의 본질에 한 인간의 각성과 반성에서 출발한

다. 인류가 동물계에서 벗어나 인간이 된 그 순간부터 가치도 탄생했다. 인류 사회가 진보하고 인간의 자의식

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가치 역시 확충되고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게 됐다. 유가의 사맹학파는 가치가 인간의 

본질이며 인간만이 가지는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문명사회로 들어선 이후 인류는 종족 집단의 생존과 번 을 

위해 가치 규범을 만들었다. 동서양 각국은 인의(仁義), 지혜, 용기, 경외, 자비, 평화, 평등, 성실, 자유, 민

주, 법치, 인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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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라, 윗사람을 보면 인사하라, 하나의 신만을 섬겨라, 소변을 볼 때는 태양을 등져라, 특정 동물을 먹지 

말라, 육식을 하지 말라 등등 다양한 핵심 가치관과 가치 규범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가치 규범과 핵심 

가치 중에는 상 적인 것도 있고 절 적인 것도 있으며, 지역적인 것도 있고 세계적인 것도 있다. 구체적인 

것도 있고 보편적인 것도 있으며, 일시적인 것도 있고 속적인 것도 있다. 주관적인 것도 있고 객관적인 것도 

있으며, 종교적 금기도 있고 세속적 습관도 있다. 우리는 특정 사회 형태와 특수한 경제 방식에서 비롯된 가치

를 구체적이며 상 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로 여기며, 인간의 본질에 기반한 가치를 보편적이며 속적이고 절

적인 가치로 여긴다. 그러므로 학계와 사회에서 말하는 ‘보편적 가치(普世價值)’란 부분 자유, 민주, 평등 

등 특정 사회 형태와 특수한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가치다. 하지만 인의는 인간만의 본질에 근거해 규정한 

가치 혹은 인성 그 자체를 말하며, 이러한 가치는 보편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 적 가치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인류 보편의 가치(普適價值)’라고 부른다. 인의(仁義)는 가치의 주체이자 근원이며, 자유,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은 가치의 활용이자 인의의 구현이다. ‘인의를 체(體)로 하고 자유와 민주를 용(用)으로 하는’ 동
서 문화의 유기적 결합은 현재 세계에서 인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가 됐다.

1. 가치의 ‘보편성’과 ‘인류 보편성’
Universal value는 ‘보편적 가치’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로 번역되기도 한다. 하지만 

Universal value라는 단어에는 공간적 보편성만 존재할 뿐 시간적 속성은 결여되어 있다. 즉 ‘보편적’이되 

‘인류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린롄샹(林連祥)의 <신세기 중사전>에서 Universal은 다음과 같은 7개의 

뜻을 갖고 있다. ‘1. 일반적인, 보편적인 2. 중(공동)적, 전체적, 일반적 3. 만국의, 전 세계의 4. (인간) 만능

의, 박학다식의 5. 우주적, 만물적, 만유의 6. (기계) 만능의, 자유자재 7. (논리학) 전칭’1) Universal value는 

‘보편적 가치’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는 ‘시간적 보편성’이 아닌 ‘공간적 보편성’을 

의미한다. 어 ‘Universal value’와 번역어 ‘보편적 가치’는 보편적, 전 세계적,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고금을 관통하는 속적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이는 곧 오늘날 세계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는 일시적

인 가치일 뿐, 속적 가치나 절 적 가치는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는 Universal value나 ‘보편적 가치’라는 

단어를 통해 보편적이며 속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없으며,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 자체에는 절 적이거나 

필연적인 함의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는 Universal value를 가리키지 않는데, 어에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갖는 함의를 전달할 만한 단어가 없다. ‘인류 보편의 가치’가 갖는 함의는 3가지다. Universal value(보편적 

가치)의 의미와 Eternal value( 속적 가치)의 의미, Absolute value(절 적 가치)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

1) 린롄샹 <신세기 중사전>, 타이베이 황제도서출판(台北皇帝圖書出版公司), 1993년, p.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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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인류 보편의 가치’란 보편적이며 속적이고 절 적인 가치를 말한다. 

‘보편적 가치’를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가치라고 한다면 ‘인류 보편의 가치’는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고금을 관통하는’ 가치다.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가치는 보편적이되 속적이지 않지

만,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며 고금을 관통하는 가치는 보편적이며 속적이다. 혹자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치는 존재할까? ‘보편적 가치’가 강조하는 것이 ‘천하무이도 

성인무양심(天下無二道 性人無兩心 - 하늘 아래 두 개의 길이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순자⋅해폐>)’이라고 한다면 ‘인류 보편의 가치’가 가리키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공간적으로 동해에 성인이 

나오더라도 이 마음과 같고 이 이치와 같다. 서해에 성인이 나와도 남해와 북해에 성인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시간적으로 수 천 수 백 세  위로 올라가도 수 천 수 백 세  아래로 내려가서 성인이 나오더라도 이 마음과 

이 이치가 같지 않은 것이 없다(東海有聖人出焉, 此心同也, 此理同也. 西海有聖人出焉, 此心同也, 此理同也. 

南海北海有聖人出焉, 此心同也, 此理同也. 千百世之上至千百世之下, 有聖人出焉, 此心此理, 此理同也)(양간, 

<자호서> 제5권 <상산선생 행장>)’ 여기서 같은 마음과 같은 이치, 성인의 마음은 무엇일까? 결국 ‘인의(仁義)’
다. 인의는 인간의 본심이자 본성이다. 본성은 하늘에서 비롯되므로, 본성은 곧 천성이다. 인의는 마음(心)과 

성(性), 하늘(天)이 합쳐진 것이다. 

2. 인의는 인간이 인간이기에 갖는 가치의 근원

‘체(體)’는 뿌리, 근원, 본질을 말하며 ‘용(用)’은 역할, 구현, 효과, 형식을 가리킨다. ‘체’는 ‘용’의 형상이며 

‘용’이 없으면 ‘체’도 없으므로 ‘용’으로 ‘체’를 나타내야 한다. ‘용’은 ‘체’의 활용이므로 ‘체’가 없는 ‘용’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용’은 ‘체’의 구현이며 ‘체’는 ‘용’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가치 

체계에서 인의(仁義)는 무엇을 ‘체’로 할 수 있을까?

인의는 인간이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 속성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수천 년간 수많은 철학자와 문학가, 

생물학자가 그 답을 찾으려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철학자들은 부분 인간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 등의 면에

서 인간을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인간이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을 탐색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도출된 결론이나 

답안은 개 인간을 동물의 한 종이나 부류로 간주하고 ‘인간은 OO한 동물이다’의 형식의 말로 인간을 설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말이 갖는 최 의 문제는 인간을 ‘동물’의 부류에 편입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여러 학파 가운데 유가는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중요한 이론적 화두로 보면

서, 이를 이론 체계 구축의 중요한 초석으로 삼았다. 가치의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다. 유가는 동물의 종속 관계에서 인간에 한 답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인간의 본질, 

즉 동물의 종속 범위를 넘어 인간이 인간이기에 갖는 특성에서 답안을 찾고자 했고,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므로 둘은 혼동할 수 없다’는 답을 찾았다.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OO한 동물’이 아니므로 인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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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의의와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가 제시한 ‘인(仁)’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의미를 규정하고 확립했다. 사맹학파에 따르면 ‘인’은 곧 인간

이며 ‘인’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다. ‘인’은 인간을 규정하며, ‘인’은 곧 인간의 내재적 본질이

다.2) 맹자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바가 적은데 뭇 백성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지니고 있다(人之所以
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맹자⋅리루(하)>’고 했다. 인간은 동물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질이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은 동물 혹은 고등 동물일 뿐이다. 이 문장에 나오는 ‘적다(幾
希)’는 점이야말로 인간의 지혜이자 본질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본질은 무엇일까?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실마리요,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의의 실마리가 되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

마리가 되고, 시비를 분별하는 마음은 지의 실마리가 된다. 인간에게 이 4개의 실마리(4단)가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惡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
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惡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禮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맹자⋅공손추 (상)>’ 결국 ‘적다(幾希)’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가리키

며, 이는 곧 인, 의, 예, 지의 ‘4단’을 말한다. 인간과 동물은 외형과 기능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인간이 동물보다 위에 있고, 동물과는 구별된다. 공자와 맹자는 자연적, 생물적, 기능적 의미에서 인간을 규범

화하지 않고 가치와 본질적 의미에서 인간을 규범화함으로써 인간의 의의와 가치, 인간만이 갖는 본질을 뚜렷

하게 드러냈다. 

맹자가 말한 인, 의, 예, 지의 ‘4단’은 수평적으로 병렬된 것이 아니라 각각 구별된 것이다. ‘4단’의 핵심은 

인과 의에 있는데, 인과 의를 놓고 비교하면 인이 의보다 중요하다. 맹자는 ‘인은 인간이 편히 사는 집이요, 

의는 인간이 올바로 가는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 두고 살지 않고, 올바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니 슬프도

다. (仁, 人之安宅也. 義, 人之正路也, 曠安宅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맹자⋅리루(상)>)’, ‘인은 인간의 

마음이요, 의는 인간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도

다.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맹자⋅고자(상)>’라고 했다. 고자는 맹자 

인성론의 특징을 개괄하면서 ‘인의가 인간의 본성<맹자⋅고자(상)>’이라고 했는데 이와 체로 유사하다. ‘인
의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은 맹자의 인정설, 왕도설, 구방심 등 모든 이론의 근거가 된다.

순자는 이 문제를 더 분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특별히 두 발로 걷고 털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할 줄 아는 데 있다. 금수도 아비와 새끼가 있지만 아버지와 자식의 친함은 

2) <중용>에 나오는 ‘仁者 人也 親親爲大; 義者 宜也 尊賢爲大; 親親之殺 尊賢之等 禮所生也’를 말한다. 또 맹자는 <맹자⋅진심

하>에서 ‘仁者, 人也, 合而言之, 道也’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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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있지만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道)에는 분별이 있지 않음이 없

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나누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나누는 것은 예보다 큰 것이 없으며… (人之所
以為人者，非特以二足而無毛也，以其有辨也. 夫禽獸有父子, 而無父子之親，有牝牡而無男女之別. 故人道莫
不有辨, 辨莫大於分，分莫大於禮…) <순자⋅비상>’ 순자는 인간의 생리적 특징으로 인간을 규범화하고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봤다. 인간의 생리적 구조인 ‘두 발로 걷고 털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간을 정의한다

면, 인간이 ‘깃털을 뗀 공작새’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인간이 인간인 것은 ‘분별’에 있다. 순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며, 인간이 동물보다 고등하다는 것을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가치로 설명했다. ‘금수도 아비와 

새끼가 있지만 아버지와 자식의 친함은 없고,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있지만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道)에는 분별이 있지 않음이 없다.’ 여기서 분별은 인간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도를 분별한다는 것은 인륜의 분별을 말하며, 분별은 경계를 분명히 나누는 것이다. 즉 

인간의 윤리적 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며 동물에게는 없다. 나아가서 순자는 이렇게 말했

다. ‘물과 불은 기운은 있으되 생명이 없다.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되 지각이 없다. 새와 짐승은 지각이 있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이들이 지니지 못한 기운, 생명, 지각, 의로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有知亦且有義. 故最爲天下貴
也) <순자⋅왕제>’ 인간과 동물의 분별에 있어서 순자와 공자, 맹자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맹자는 

감법(减法)을 사용해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을 하나씩 제외한 후, 더 이상 제외할 수 없을 때 남겨진 것을 ‘인성’
이라고 했다면, 순자는 ‘가법(加法)’을 써서 인간과 동물을 비교했을 때 궁극적으로 인간이 더 많이 가진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더하기와 빼기는 결국 방법론적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며, 본질적 차이가 

없다. 맹자는 사람이 사람 된 이유를 인의에서 찾았고, 순자는 의에서 찾았다. 

인의는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지점으로 인과 의가 있으면 인간이고, 인과 의가 없으면 동물이다. 인의는 

인간의 본질에 한 규정에서 비롯되는데, 인의 자체가 곧 인성이다. 이는 인간이 가치적 존재이며 모든 가치

의 근원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인류가 동물계에서 진화하고 인류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인과 의를 확충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인류가 문명을 향해 발전해 간 역사는 곧 인의가 모든 인간 개개

인과 인류 집단의 활동 속에서 나타난 역사다.

유가에서는 인의를 사람의 ‘천작(天爵 - 하늘에서 받은 벼슬, 곧 사람에게 갖추어진 자연스럽고도 존경받을 

만한 미덕이나 덕행)’이자 선천적인 것이며,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양귀(良貴)’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라고 본다. 맹자는 인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

지로 천부적이며 그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고 봤다. ‘천작(하늘이 준 벼슬)이 있으며 인작(사람이 준 벼

슬)이 있으니 인의충신과 같이 선을 즐겨서 게으르지 않는 것이 천작이요, 공경 부와 같은 것은 인작이다. 

천작이란 것은 덕의가 가히 높으니 자연히 귀한 것이다. 옛사람이 그 천작을 닦으니 인작이 그에 따랐다. 지금 

사람들은 그 천작을 닦아서 인작을 요구하고, 인작을 얻으면 그 천작을 버리니 곧 미혹함이 심한 것이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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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또한 반드시 잃고 말 따름이다.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樂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天爵者, 德義可尊, 自然之貴也. 古人之修其天爵，而人爵從之. 今之人修其天爵，以要人爵. 既得人爵，而棄其
天爵，則惑之甚者也, 終亦必亡而已矣.) <맹자⋅고자(상)>’ ‘귀하고자 함은 사람마다 같은 마음이다. 사람마다 

자기의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할 따름이다. 남이 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다. 조맹을 귀하게 만들어 준 것은 조맹을 능히 천하게 만들 수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이미 술로써 

취했고 덕으로써 배부르다’ 했다. 인의로 배부른 것이므로 남의 고량진미를 원치 않는다. 좋은 소문과 널리 

알려지는 명예가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니 남의 문수를 원하지 않는 바이다. (欲貴者, 人之同心也. 人人有
貴於己者, 弗思耳. 人之所貴者, 非良貴也. 趙孟之所貴, 趙孟能賤之. <詩>云, ‘旣醉以酒, 旣飽以德’. 言飽乎仁
義也, 所以不願人之膏粱之味也. 令聞廣譽施於身, 所以不願人之文繡也.) <맹자⋅고자(상)>’ 인의는 ‘천작’이고 

천작이 있는 자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을 가진 것인데, 이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다. 공경 부는 ‘인작’
인데, 정치 생활의 위계에서 상하의 차이는 개연적인 것이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공경 부가 개연적인 것

은 그것이 외부에서 오며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천작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으며 

조건 없이 모든 개체의 생명과 함께 존재한다. 인의는 천작이며 양귀로, 천부적이며 박탈할 수 없는 존엄이다. 

이러한 존엄은 인간의 자연적 생명 그 자체보다 높으므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이나 ‘사생취의(捨生取義)’를 추

구하는 것이다.

인의는 인류의 이성과 양심, 양지(良知)를 표하며,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다. 따라서 인의를 

짓밟는 것은 곧 인류의 양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인류의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자 인류의 이성에 공공연히 도전

하고, 하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모든 인간은 이를 비난해야 마땅하다. 고염무는 망국(亡國)과 망천하

(亡天下)를 다른 개념으로 보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해 가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염무

는 ‘망국’은 정권의 교체지만 ‘망천하’는 인류의 존엄과 가치, 즉 인의가 큰 위기를 직면한 것이므로, 모든 개인

은 인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해 이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망국과 망천하는 어떻게 다른가? 

성씨와 국호를 바꾸는 것은 망국이다. 도덕과 정의가 막히고 짐승을 몰아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서로 해치는 

것이 망천하다. 천하를 지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나라를 지키는 것을 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임금과 신하

의 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생각할 일이지만, 천하를 지키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도 모두 책임이 있다. (亡
國與亡天下奚辨? 曰: 易姓改號, 謂之亡國. 仁義充塞, 而至于率禽食人, 人將相食, 謂之亡天下. …… 知保天下
然後知保國. 保國者，其君其臣，肉食者謀之；保天下者，匹夫之賤，與有責焉耳矣.) <일지록>13권’ 나라가 망

하는 것은 정권을 가진 자의 성이 유씨에서 이씨로 넘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통치자의 직책이며, 이에 

속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천하가 망하는 것은 인류의 존엄이 훼손되고, 

인류의 양지가 짓밟힘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큰 위기를 맞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존엄과 양지를 수

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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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의와 21세기 인류 가치

헤겔은 ‘철학의 역사는 ‘절  정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절 ’는 철학 연구의 상이다.3) 가치라

는 차원에서 ‘인의’란 인간이 인간이기에 갖는 절 적 가치를 말한다. 서양의 전통 사상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인간의 사유능력에서 찾고 있는데 물론 이 역시 인간에 해서 절 적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

한 ‘절 ’는 가치적 절 가 아니라 지식적 절 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도구의 제작과 사용이 있다고 하는 

것 역시 기능상의 절 일 뿐 가치적 절 가 아니다. 오직 유가 철학에서만 가치적 의미 혹은 도덕적 의미에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가에 있어서 인의는 절 적 의미를 가진다. 

헤겔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과정은 절 적 이념이 전개되고 실현되어 온 과정이다. 유가에서는 인류 문명의 

진보 과정을 인의라는 절 적 가치가 전개되고 자아실현을 이뤄온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인류가 야만에서 벗어

나 문명사회로 진입한 것은 인의가 인성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인의라는 절 적 가치가 조금씩 

드러났기 때문이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나 축의 시 (Axial Age)에, 인류는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 체계 속

에서 각각의 도덕규범과 예의, 종교 계율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도덕규범과 예의, 풍속, 종교 계율 등은 인류

가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 체계에 속한 민족의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나아가 신앙이 되기도 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충효, 신의, 예의, 양보 등은 오늘날에도 

인류가 공동으로 준수하는 가치 규범이다. 19세기 이후 서양의 계몽사상이 발전하면서 자유,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은 지난 200여 년간 인류 공동의 염원이자 공동 가치, 보편적 가치로 발돋움했다. 자유와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은 동양이나 중국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유가의 ‘인의’와 모순되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의 

자유에 한 존중, 진정한 민주, 실질적 인권, 공평하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 등은 ‘인의’라는 절 가치에서도 

드러나고 구현된다. 

인의를 ‘체’로 하고 자유와 민주를 ‘용’으로 한다. ‘체’는 본체이자 근원이고, ‘용’은 역할과 구현, 체현이다. 

인의는 ‘체’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의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오늘날 세

계에서는 자유와 민주, 인권이 인의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다.

자유,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이 갖는 함의에 해서는 동서양 각국의 이해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이제 

자유, 민주, 인권, 법과 제도의 중요성에 해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이성의 계몽이 인류에 가져다준 

최 의 성과다. 자유,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 인류가 보편적으로 긍정하는 가치, 즉 ‘보편적 가치’는 인류 

사회 변증 발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적 존재로서 갖는 동물성을 억제하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의’를 함양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의 근 적 개념은 인의를 막는 것이 아니라 

3) (독일) <소논리>, 헤겔 저, 허린(贺麟) 역, 제2판 서문, 베이징:상무인서관, 1980년 7월,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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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인류의 본성인 사랑(인)을 확 하고 사회 공공윤리(의)를 펼치는 것이다. 서양 문화

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의 취지는 악(惡)을 억제하는 데 있지만, 중국 문화에서는 선(善)을 함양

하는 데 있다. 악을 억제하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선을 함양하는 것은 적극적이다. 악을 제한하는 것은 인의를 

실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선을 함양하는 것은 인의를 실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혹자는 그 자체가 

인의를 널리 알린다고도 말한다. 버팀목의 지탱하는 힘과 견인차의 이끄는 힘이 상호 결합하는 것은 동서 문

화의 유기적 결합인데, 이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익하다. 

엄복(嚴復)은 중국 자유주의의 시조로, 자유와 민주에 해 독특한 견해를 가졌다. 그는 서양이 부강한 것이 

‘자유를 ‘체’로 하고 민주를 ‘용’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원강(原強)>). 엄복은 존 스튜어트 의 

<(ON LIBERTY>을 <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으로 의역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유론>이라고 직역한다. 엄

복은 Liberty’와 ‘Freedom’의 차이를 구별했다. ‘자유(Libertas)’는 ‘자유(自繇)’의 부호로 종종 freedom과 같

은 의미로 쓰인다. Freedom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을 뜻하며, slavery 노예, subjection 복종、bondage 

예속, necessity 반드시 등의 단어와 비된다.’4) 엄복은 자유는 방임, 방종, 무절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생각했다. 따

라서 엄복은 자유를 < 학>의 ‘혈구지도(絜矩之道 -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에 견줬

다. 이는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임을 말해 준다. 유한한 것이 어떻게 ‘체’가 될 수 있을까? 

“자유를 ‘체’로 하고 ‘민주’를 ‘용’으로 삼는다.”는 말은 근  중국에 계몽적 의의를 가져다 줬는데, 자유와 민주

는 체용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 다.

자유와 민주는 산업화가 실현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형성된 이후 나타난 가치관이다. 산업화와 시장화

는 세계적 조류 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 인권 등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됐다. 자유와 민주 

등의 가치는 소극적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의 악에 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극적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의는 무한하며 절 적이다. 나의 인의는 타인의 인의를 방해하지 않을뿐더러 타인의 

인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인의는 천부적인 양지로서 인류의 양심과 사랑 자비심, 사회의 공공윤리와 정의를 

변한다. 자유와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 근 적 가치가 인류의 양심과 사랑, 자비심을 구현하고 사회의 

공공윤리와 정의를 드러낸다면, 자유와 민주, 인권, 법과 제도 등은 인의의 현현(顯現)이며 작용인 것이다. 

인의는 가치와 인간의 본질적 존재와 관련이 있다. 인류가 쇠퇴와 몰락이 아닌 진보와 발전을 추구한다면, 

자유와 민주를 뒷받침하는 것은 인의다. 인의를 ‘체’로 하여 나타나는 자유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자유이

며, 민주는 상호 비방과 음해가 아닌 공공윤리와 정의의 민주다. 자유의 의미 제고와 민주의 질적 개선은 국민 

인의의 신장에 기반한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추지 못한 국민은 자신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없으며 군자

가 될 수 없다. 자유, 민주와 비교했을 때 ‘인의’는 더욱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가치다. 

4) ( 국) <군기권계론⋅역 범례>, 존 스튜어트  저, 엄복 역, 베이징: 상무인서관, 1981년 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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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사회의 문명사는 끊임없이 천리(天理)와 양지(良知)를 실현해 온 역사이며 인의를 실현해 온 역사다. 

인의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에게서 여러 시 에 각기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다. 20세기, UN이 인권선언을 

발표한 이후 ‘인의’라는 가치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새로운 확장을 이루어냈다. 전 인류가 인도주의와 박애

의 신장을 공인한 것이다. 하지만 의(義), 즉 공평과 정의는 국제 사회 힘의 논리와 역사, 종교, 종족 등 복잡한 

현실 속에서 미약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진정으로 이를 실현하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21세기는 인류가 

보다 고차원적인 문명으로 나아가는 시 다. ‘인’과 ‘의’로 표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  가치도 분명 새로

운 발전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무엇을 추구하든 ‘인’에는 끝이 없고 ‘의’ 역시 다함이 없다. 인류는 

원히 ‘인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며,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는 끝까지 인과 의를 추구하는 데 

있다. 인과 의를 온전히 실현한다는 것은 원히 기제(旣濟)이면서 미제(未濟)인 과정 속에 있다. 인의를 실현

하고 구현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하면서 ‘ 원히’ 해야 한다. 이는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실현 

가능한 일이다. 근 에 형성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여전히 그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인’과 

‘의’의 실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가 인의의 가장 완전

한 표현 방식이 아니며, 민주 역시 인의의 가장 완벽한 구현 방식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자유는 인의의 

최후 표현이 아니며, 민주 역시 인의의 최종 구현은 아니라고 믿는다. 자유와 민주는 민족국가의 색채를 입는 

순간 민족국가와 긴 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나아가서는 여러 민족국가에서 각기 다른 양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민족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의 문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

에 모든 국가와 민족, 인종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며 같은 지를 밟고 서 있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테러리즘, 핵무기 등은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을 앞에 

두고 민족국가 차원의 문제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의 ‘화이부동(和而不同 –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되 무턱 고 어울리지는 않는다)’과 ‘천하일가(天下一家 – 세상 모든 사람이 한집안 사람처럼 화목함)’, ‘민포

물여(民胞物與 – 모든 인류는 나의 동포이며 만물은 나와 함께 한다)’, ‘리일분수(理一分殊 – 이치는 하나지만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등의 원칙과 방법은 오늘날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유

와 민주보다 훨씬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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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다중적 자아의 문제1)

김혜숙 (이화여  철학과) 

21세기의 인문가치로서 유교를 생각해보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의식, 위계의식, 가부장제 가치관이다. 그리하여 유교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유교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 유교문화 안에서 과연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격과 인권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들이 물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 나는 유교윤리가 관계를 중시하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의 역할에 관한 규정에 치중

함으로써, 분열적 자아에 관한 상을 만들어놓는다는 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유가사상만큼 도덕적 사유에 의해 지배되는 철학도 없다. 성리학을 그 근본 지배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조의 

500년 바탕 위에 세워진 현  한국사회도 또한 도덕적 사유에의 과도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 수없이 많은 맥

락에서 도덕적 잣 는 작동하며, 사회문화부문 도처에서 규범성에 한 강한 요구를 보인다. 도덕적 명분에 

한 지나친 사회적 집착은 때로는 매우 비현실적 이상주의의 경향을 낳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현실 사회 

안에 많은 위선과 허위의식을 양산해내고 있다. 도덕적 명분에 의해 지배되는 공적 의식과 이익과 욕망에 의

해 지배되는 사적 의식 사이의 균열이 과도해질 때 사회는 위선적이 되고 도덕적 사회 안에 비도덕적 인간을 

양산해내는 역설을 안게 된다.

강력한 도덕적 감정과 당위의식이 전(全)사회를 지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은 위축되고, 사회 내 집단

주의적 성향은 강화된다. 도덕적 명분을 따르지 않는 개인, 집단주의적 도덕적 최면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는 

개인은 집단의 화합과 공동체적 유 감을 저해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과도한 도덕적 경향성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것은 자유로운 정신과 다양한 창조를 생명으로 삼는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도덕은 때때로 예술가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선악의 도식은 공허한 도덕 원칙주의자

들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해의 갈등과 욕망에 의해 끊임없이 유동하는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가면서 유가적 이상과 도덕적 명분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아를 스스로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다중적 자아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종의 자기기만적 의식을 갖지 않으면 끝없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자기분리

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죄의식은 도덕적 이상과 삶의 메꿀 수 없는 간극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자기기만

은 사회적 효용을 지니며 그런 한에서 자기기만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다.

1) 이 글은 1998년 哲學硏究67집 ( 한철학회 刊)에 실렸던 ｢유가적 관계 중심성과 자아의 분열｣을 축약,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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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이익은 유교문화 전통 안에서는 립적인 것으로 설정되었다. 도덕을 좇을 것인가, 이익을 좇을 것

인가. 공자는 군자는 도덕(義)을 중시하고 소인은 이익(利)을 중시한다고 봄으로써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안에

서 사는 사람들을 딜레마적 상황에 빠뜨렸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사실상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계산에 의해 삶을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도덕이라는 형식으로 정당화시키는 위선이 만연해지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교수나 교사들은 사실상 자신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변하고 공허한 

군자 행세를 하는 정치가들은 불필요한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해야 한다. 여자에 한 이중잣 를 지닌 도덕군

자들은 밤이면 향락산업의 충실한 고객이 되고,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숨긴 채 이들의 아내가 되기 위해 

요조숙녀를 가장해야 한다. 도덕이라는 얇은 형식적 덮개를 벗겨내고 나면 우리 사회는 이기심과 탐욕, 무원

칙, 약육강식, 부패와 부도덕이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제지간의 덕이, 효와 충이, 여성의 순

결과 정조가, 의리가, 뼈 있는 집안의 전통이, 어른을 모시는 공경함의 덕이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로 추앙을 

받는 ‘도덕적’ 사회인 것이다.

1. 유교윤리의 내면성이 갖는 함의

유가도덕의 특징은 국가를 가족에 유비시켜 국가의 성원들을 마치 가족관계와 같은 인간관계의 그물망 안

에 위치지운다는 데 있으며 도덕적 가치와 예적 질서가 그 관계의 그물망을 엮고 있다는 데 있다. 몇가지 차별

화된 인간관계의 유형으로 범주화된 관계는 그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필요로 한다. 관계가 모두 동

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면 굳이 관계의 내적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관계맺음의 다양한 양식에 

따라 관계규정의 규범이 달라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 의 법적 규범은 법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성을 기초

로 인간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장치이다. 법을 준수하는 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충실한 마음과 내면

적 신념, 그리고 다른 사람에 한 사랑과 신실성 하에서 지켰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법적 정의는 

내면적으로 달성되는 가치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관계의 양상을 몇가지로 범주화시키는 경우에는 그 차별성

을 밝히는 일이 필수적이며 차별성을 확보하는 일이 곧 관계양상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 유가도덕 

내에서 이것은 외적, 내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가도덕에서 관계양상의 차별성은 세분화된 예적 질서에 의해 확보되며 예는 외면성과 내면성을 동시에 

갖는 개념이다. 예의 외면성은 ‘예치(禮治)’ 개념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조선시 에 예가 지녔던 강한 

규범성과 법적 강제의 성격2)은 예의 형식주의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예를 외면적 가치로 화하게 하 다. 그러

나 한편 예는 내면적 충실함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삼는 도덕적 개념이기도 하다. 공자는 이를 흰 비단을 바탕

으로 삼은 뒤에 그림을 그리는 것(繪事後素, 논어 八佾)에 비유하여 예가 충신(忠信)을 바탕으로 삼는 것을 

2) 김혜숙, “조선시 의 권력과 성: ‘예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여성철학연구모임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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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 다. 충신한 사람이라야 예를 배울 수 있으며, 이 바탕이 없으면 예가 헛된 일이 될 뿐임을 말함으로써 

예의 내면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내면적 가치로서의 예는 어기면 부끄러움을 유발시키는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써 하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齊之以禮有恥且格”, 논어爲政) 것으로서, 그것의 효용은 이질적인 것들을 절제를 

통해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禮之用和爲貴, 논어 학이 ). 이러한 和의 이념은 유가도덕 내에서 언제나 이

질적인 것들간의 조화를 말하며 그 이질성은 단순히 개인들간의 개성의 차이에서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

간 사이의 차별적 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이질성이다. 인간에는 상등(군자)과 하등(백성)이 있으며(논어, 季氏) 

사회적 질서와 인간관계는 이러한 차별성을 반 하게 되고 예는 차별의 구조를 외적으로 상세(“禮는 공경하고

사양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節文과 度數의 상세함이 있어...,” 논어, 泰伯)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사회

적 지위에 따라 지켜야 하는 예가 다르며 그럼으로써 의무와 권리, 책임이나 형벌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 궁극적 지향은 차별을 차별로 두되 그 안에서 균형과 내적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和가 표시

하는 바인데 이 ‘和’의 개념은 예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다분히 내적이고 심리적 차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 때문에 현 적 관점에서는 겉보기에 분명 갈등적이고 부조화스러운 상황(예를 들면 주

인과 종의 관계)으로 인식되는 것도 전통 사회 안에서는 조화로운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주인의 도덕과 

종의 도덕을 애초에 분별적 방식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면 주인이나 종이나 자신의 도덕을 수행함으로써 심

리적 안정감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과 종, 남성과 여성은 단순히 외적인 예의 실행에 있어

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질서와 의식(意識)도 다른 것이다. 군자의 도리, 아내의 도리는 단지 군자나 

아내가 지켜야 하는 형식적 규범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의식, 아내의식이라는 내면적 조건까지 포함

한다.

인간관계를 몇가지로 범주화시키고 그 범주를 상호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절 적으로 독립된 단위로 본다면 

앞서 말했듯이 범주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은 필수적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의 내면

에까지 관계하는 도덕적 규정이 될 때에는 형식적 규칙과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고유한 심적 상태까지 기술하고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가도덕의 정명론은 단지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기능적으로 수행

함에 그치지 않고 그에 걸맞는 의식상태와 덕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아버지는 아버

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며느리는 며느리다와야 한다는 요구는 형식적이고 기능적 요구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

는 도덕적 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적 요구이기도 하다.

2. 관계 중심성과 자아의 분열

위의 절에서 살펴본 방식으로 형성되는 유가적 도덕심성은 유교문화권 내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

적인 것(이러한 심성을 함양시키지 못한 개인은 의미있는 모든 사회적 역으로부터 추방되어 사회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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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된다. 홀로 은둔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심성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심성을 결여하는 한 유가사회에

서 은둔은 아무런 사회적 의미도 갖지 않는 광인의 삶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은둔은 유가적 가치를 극단적으

로 또 때로는 철저하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으로서 개인은 사적 의지의 소유자라기보다는 

공적 의지의 소유자로 된다.

내가 마음을 먹고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스승이라는 일반자로 의지하

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적 심리의 역은 공적 역에로 넓게 열려있으며 개인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내, 남편, 친구로서의 일반적인 관계적 정체성만을 갖는 존재가 된다.

관계적 자아의 개념은 최근에 여성주의 윤리학을 주창하는 길리건이나 노딩스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에 있어서의 관계적 자아는 서구 근 의 산물로서의 주체성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관계 안에 포섭

된 존재로서의 유가적 개인과는 다르다. 오늘날 ‘제 3기 유교 휴머니즘’ (Third Epoch of Confucian 

Humanis m)3)을 주창하고 있는 뚜웨이밍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계들의 중심” (a center of relationships)이
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를 서구의 원자적 개인의 개념에 비시키고 있지만 유가체계 안에서 개인의 존재는 

관계들을 막라하는 중심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뚜웨이밍은 서구 개인주의가 결과한 심각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서 유가적 가치, 특히 관계적 자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communalism)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교 이상주의(Confucian Idealism)를 그 로 수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공동체성을 

오랜 역사 안에서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익히 알고 있다. 연고주의와 그로 인한 

공적 가치의 훼손과 불공정성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서구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

한 안적 가치로 유교에 주목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로 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서구에서 그 자신의 문제를 치유할 목적으로 유교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유가사상을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서구에서 진행되는 유교 부흥운동을 곧이 곧 로 수용할 수 없

게 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전통의 계승이라는 이름아래 주창되고 있는 유교적 가치(효와 같은)의 실현이나 

유교의 이상화는 우리 사회의 맥락 안에서는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적 인간 권리의 함양,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의 실현과 같이 현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형식적 삶의 틀이 지향하는 가치와 유교

적 가치들이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에 한 비판적 논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륜(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체계는 방 하게 확장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다섯으로 범주화하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적 가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자기실현은 이 관계 안에서

의 적절한 역할 수행과 맥락에 따른 역동적 역할 전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신은 개인이 맥락적 역할로부터 

3) 1기는 고  유가, 2기는 송  신유학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유교부흥물결을 가리켜 제 3기로 지칭하고 있다. Tu Wei-ming, 

"Toward a Third Epoch of Confucian Humanism," Confucianism: the Dynamics of Tradition (New York: Macmillan,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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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채로 가질 수 있는 개인적 욕구나 이해, 권리의 성취로부터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욕, 또는 

사적 이익의 추구로 간주된다), 언제나 아버지로서 신하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된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 수행하는 일은 자신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부모

를 잘 모시는 일이 됨으로써 부모의 이름을 세우는 일이 된다. 행위는 언제나 상 적 맥락 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仁者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한다”(논어, 
雍也)는 논리가 서게 된다.

수신의 이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중심적으로 성취되며 공적, 보편적 차

원을 지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떠난 자신, 내적 사 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런 존재는 단순한 욕망의 덩어리로서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존재이며 이성적 의지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적 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관계의 맥락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관계를 떠난 

맥락에서 이성적, 도덕적 의지가 어떻게 표출되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계를 떠난 자신도 스스

로 낯설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타자들도 낯선 존재들이다. 이들과 관계맺는 방식은 유가도덕 

안에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타자는 동향이거나 동성이거나, 동창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관계 안에 놓여져야 

한다. 의미있는 사회적 관계(‘倫’의 체계) 안에 놓여있지 않은 타자와 관계맺음에 있어서 작동하는 것은 따라서 

도덕적 의지나 이성이 아니라 욕망의 기제일 뿐이며 타자는 더 이상 체면차릴 필요가 없는 무관심의 상이거

나 단순한 욕망충족의 도구이다. 유의미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에 해서는 자기초월적인 도덕의 실천이 가능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희생도 불사하지만 관계 바깥의 존재는 단순한 상일 뿐이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관계의 바깥에 놓여있는 존재들은 소외와 차별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모든 외톨이들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유가도덕 안에서 관계적 자아는 서구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관계의 맥락 안에 놓여있

는 자아이다. 예를 들어 현  여성주의 관계윤리를 내세우고 있는 노딩스는 관계적 자아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내가 얼마나 선할 수 있는지는 부분적으로 네--타자--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반응하는가

의 함수이다. 내가 어떤 덕을 수행하든간에 너 안에서 완성되고 실현된다. 모든 교육의 주된 목표는 윤리적 

이상(보살핌)의 육성이 되어야 한다.”4) 여기서 나와 너는 구체적 사회적 역할담당자로서의 나와 너라기 보다

는 일반적 자아와 타자관계를 지칭한다. 보살핌과 도덕적 관계에 있어 타자 의존적인 자아가 타자와 관계맺는 

방식은 보살핌의 도에는 향을 미칠 수 있어도 보살핌의 세부적 내용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서구

의 관계적 자아가 깨닫게 되는 관계성은 인간이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관계 일반에 한 인식이다. 자아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나 자신을 보살필 수 있게 되는 타자관계와 자신과의 

4) Nel Noddings,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U.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A., 1984), 6쪽.



430 21세기 인문가치포럼

라운드 테이블Ⅱ

관계를 모두 보전하고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자아는 자신과의 근본적 관계를 상실하지 않으며 이것이 있음으

로 해서 타자 관계가 실패할 경우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관계를 맺는 자아는 자신을 어머니로, 딸로, 아내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런 

관계를 초월하는 자기인식을 갖는다는 헤겔적 주제는 유가도덕 안에는 결여되어 있다. 유가도덕 안에서 타자

관계에 실패한 존재는 수신에 있어 실패한 존재이며 참다운 자기실현에 실패한 존재이다. 그는 자기를 보존하

지 못한 존재이며 자신의 이름을, 명분을 잃은 존재이다. 이렇게 관계를 넘어서서 자기와의 관계를 갖지 

못한 존재는 관계 속에 함몰되어 있는 존재로 다양한 관계안에 해소되어 있는 존재이다. 유가도덕 안에서 관

계를 통해 돌아와 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의 이상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 도덕의 

이상은 克己復禮의 개념에서 보여지듯이 자신을 이기고 예적 삶에로 편입하는 궁극적으로 관계적 삶의 방식이

며 관계초월적이 아니라 관계내재적이다. 인(仁)이라는 유가적 이념은 예를 떠나서는 생각되어질 수 없는 가

치이며 언제나 타자에 한 도덕적 책무수행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가치이다. 더욱이 메쯔거(Metzger)가 

이름붙인 바 중국철학이 지니고 있는 “인식론적 낙관주의”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맺음이나 자신의 행위의 정당

성에 한 반성적 의식의 성장을 방해하 다.

인식론적 낙관주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으며 그것이 이 세계 내에서 달성가능하다고 보는 견

해를 가리킨다. 천리(天理)로서의 도덕적 진리는 성취가능한 것이고 그것의 성취가능성은 이미 존재했던 성인

(聖人)이나 현자(賢者)의 삶이 증거하는 것으로서 하.은.주 삼 는 이상적 국가의 모델이 된다. 이러한 낙관주

의는 다양한 도덕적 삶의 방식에 해 비관용적인 태도를 결과하게 된다고 메쯔거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

히 흥미로운 통찰이라고 생각한다.5) 도덕적 세계,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이 분명하다면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형태를 실험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다양한 이념체계가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리는 이미 고

(요순시 )에서 성취된 것이고, 저기에 객관적으로 있는 것(공자의 말씀이나 공자의 행위 안에)이므로 후 인

들은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안에서 교육은 “모범교육, 모방교육의 형태를 

띄며 개인의 고유성은 간과된다.”6) 
윤리적 선택의 문제나 행위에 한 도덕적 정당화의 문제는 인식론적 낙관주의가 지배하는 문화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나 이들은 심각하게 고려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선각자의 삶 안에 답이 있고, 예적인 규범 안에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동하

는 것이 도(道)를 따르는 것인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굳이 자신의 도덕적 선택에 관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나의 도덕적 선택에 자의식적이 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나와 나의 관계, 나의 

5) Thomas A. Metzger, "Confucian Thought and the Modern Chinese Quest for Moral Autonomy," Confucianism and the 

Modernization of China, (eds.) Silke Krieger & Rolf Trauzettel (V. Hase & Koehler Verlag:Mainz, 1991), 293 쪽.

6) 신 옥희, “조선시  유교윤리의 특성과 한계,” 한국인의 윤리관, 정신문화연구원 연구 논총 8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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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규정에 관한 성찰도 자연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증자가 하루에 3번 자신의 몸을 살핀다고 한 경우에 있어

서도 반성의 내용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자기의지 규정이 아니라 기존의 도덕적 진리를 제 로 

실천했는가이다(논어, 學而). 여기서 개별적이고 고유한 자아로서의 주체성은 소멸되고 보편적 진리의 실천적 

통로로서의 자아, 보편적 가치의 구체적 현현으로서의 자아만이 남게 된다. 여기서 자기보존적 자아는 이기적 

존재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의 차원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 신 옥희는 유가도덕이 무제약적인 내면성과 자기형

성의 능동적 책임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리 규정된 인간의 개념과 이상적 

인간을 설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고유한 내면성을 제약하고 자유로운 자기형성을 규제한다고 본다:

개인의 필생의 과제가 그가 속하는 사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개인이 추구하여야 할 삶의 방식이 구체적 모범 

속에 미리부터 제시되어 있는 유교적 윤리체계 안에서 개체 인간의 체 불가능한 유일회적 역사적 특수성은

결국 불변하는 일반적 모델의 유형적 존재형태 안에 해소되어 버린다.7)

더욱이 객관적 진리로 주어져 있는 예적 질서는 위에서 말한 바처럼 내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 

함몰되어 있는 유가적 자아는 주체적 자아로 서기가 더욱 힘들다. 주어진 역할에 따라 그에 걸맞는 내적 심성

상태까지 갖추어야 하는 유가적 개인은 관계의 양상에 따라 달리 갖추어야 하는 도덕적 덕성과 의식을 넘어 

서서 도덕적 주체의식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강한 주체의식은 도덕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때로 방해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를 섬기되 은미하게 간해야 하니,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서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롭되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논어, 里仁)는 논리는 일반적으로 유가 사회에

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유가사회에서 윗사람이 갖는 권위는 도덕적 권위이지만 흔히 이것

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권위와 동일시된다. 부모나 윗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아랫사람은 인간 

 인간으로서 그의 요구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의 관점에서 판단

을 하며 따라서 요구가 부당한 경우에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공경함과 공손함의 덕목으로써 간주된다. 자신

의 주체적 판단과 원칙에 의해 그것을 거부하면 그는 불경한 인간이 되기 십상인 것이 현 화된 오늘날에 있어

서도 우리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유가사회의 정의는 윗사람의 도덕적 완성과 유덕함, 의로움을 전제로 해서만 

달성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 처방은 매우 미약하다. 결국 힘있는 자의 의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고 요행히 유덕자를 윗사람으로 모시게 되면 모든 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물론 이 때에도 도덕적인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는 문제로 남는다), 그렇지 못한 경우 권력(이것은 

단지 거  정치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일반적 힘을 의미한다) 남용의 문제는 심각해진다. 예의 내면화는 

주체적 권리의식을 약화시키고 부정의가 발생해도 이것에 항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 나는 하나의 개별적 주체로 동등한 타자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자이며 딸이며 어

머니이며 며느리이며 아내로서 존재하며 그런 역할수행에 걸맞는 의식을 지니는 한 주체적 의식은 오히려 장

7)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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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요인이 된다.

이렇게 관계 속에 함몰된 자아가 결과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유가도덕 안에서 자아의 분열은 바로 이 

관계 안에 갇힌 자아존재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관계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심성상태를 갖춤으로써 자아는 분열적으로 되는 일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모든 맥락을 총괄하

는 주체로서의 자아, 관계 안에 있지만 동시에 관계를 초월해있는 “나는 나”로서의 자아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나는 상황에 따라 몸을 굽히기도 하고 펴기도 하는 존재, 상황에 따라 안색을 달리 하는 존재, 사람들의 차등

을 잘 살펴서 그 등급과 친소(親疎)관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때로는 차별적으로 하는 존재가 된다. “下 부

와 말씀하실 때에는 강직하게 하시며, 上 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은은하게 하셨” (논어, 鄕黨)다는 공자님을 

흉내내는 범인들은 흔히 아랫사람에게는 강한 권위의식으로 윗사람에게는 은 한 아첨으로 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유가도덕의 맥락에서 행위의 일관성이나 원칙적용의 일관성은 예적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여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가깝게, 가깝게 해야 할 사람을 멀게, 아랫사람을 윗사람처럼, 윗사람을 아랫사람처럼 하

는 혼란을 초래한다. 사람들의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예가 다르고 책임과 형벌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적 정의의 개념은 생소하고 인륜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관계의 맥락에 따라 달리 처신해야 하는 개인은 자아의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다중적 인격자로, 상

황에 따라 낯빛을 바꾸는 분열적 존재로 남아있어야 하며 타인과의 관계 안에 상 화된 존재로서 타자의 무게

로 자신의 무게를 정해야 하는 고달픈 삶의 과정 안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 도덕적 명분 앞에서 자신의 주체적 

판단은 안으로 숨겨야 하는 유가적 자아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인간으로 화하기가 쉽다.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은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의 물음으로 전화된다. 나는 타자

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양상을 항상 저울질하고 타자의 나에 한 평가와 접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맥락에 따라, 친소관계에 따라 사람을 

달리 하고 나 또한 달리 접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己所不欲勿
施於人) 원리는 따라서 ‘네가 접받고 싶은 로 남을 접하라’는 적극적 형태로 전환될 수 없다. 그렇게 

전환되면 그것은 유가도덕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달리 접받는 데 한 원망이 없고 달리 접하는 

데 한 자책이 없는 것은 예의 내면화과정을 거친 때문이다. 예적 질서가 많은 부분 붕괴된 현 에 와서도 

우리는 새로운 차등의 질서(예를들면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를 예적 질서화하여 여전히 다중적 존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3. 자아의 분열과 통일

유가도덕 체계 내에서 통일적 자아는 어떻게 확립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에로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물어져야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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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덕적 명분론이나 위선적 도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더 솔직한 자기긍정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타자

관계를 위해서, 안과 겉이 통일된 나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분열적이고 다중적 인간들로 이루어진 병적 사회

로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물어져야 한다. 제 3기 유교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륜을 상호적 윤리로 

규정하고 따라서 현 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윤리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친구관계를 제외한 다른 관계들

을 유가적 가치체계 내에서 상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오륜이 아버지와 아들의 ‘親’이라는 친 한 애정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적절한 애정소통의 관계를, 그리고 

어른과 아이 사이의 상호적인 적절한 공손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유교를 거론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가치는 서구의 개인주의 맥락 하에서도 권장되고 실천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유교 휴머니즘을 

주창하면서 유교적 가치들을 살아있게 하는 여러 맥락을 어떻게 사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사상한다면 

왜 굳이 ‘유교’ 휴머니즘인가? 이것은 유교 휴머니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딜레마이다.

유가도덕이 보살핌의 윤리로서의 힘을 가지려면 나와 타자는 등한 존재여야 하며 그 등성은 친 함의 

정도에 의해 침해를 받는 것이어서는 안되는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주체성의 확립, 나는 아버

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하고 회사원이기도 하고 윗사람이기도 하고 아랫사람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그 어느것도 아니면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존재로서, 내가 나를 정립한 상태의 자아 확립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타자는 등한 관계를 갖는 속에서 서로 보살피는 존재이면

서 동시에 보살핌을 받는 존재이고 그러한 관계성에 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또한 보살피게 되는 존재여야만 

보살핌의 윤리는 윤리적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인이 그 자체로 지니는 인격성, 개별적 고유성, 사 성, 

존엄성은 타자의 상 적 값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 목적을 갖는 가치들인 것이다.

유교윤리가 현 에 있어서도 힘을 얻으려면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개인은 단순한 

역할 담지자가 아니다. 관계와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 안에 분열된 자아는 인간관계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신뢰기반을 저해시킨다. 인간들 사이의 신뢰와 정직성은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확고해야 얻어질 수 있는 것들

이다. 자기 존재 자체에 한 자긍심과 자존심은 자기와 자기 사이의 깊은 반성의 공간 안에서 형성된다. 외적 

인정, 역할 속 자아에 한 사회적 평가에 높은 가치를 두는 한 한국사회는 책임있는 시민들이 이루어가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로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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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별세션Ⅰ- 청년유림의 미래와 실천 과제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09:00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  록 08:30~09:00 (30분) 등록 및 준비

개회식

1부
09:00~09:40 (40분)

사    회 : 경상북도청년유도회부회장

대 회 사 : 류한정 (청년유림대회위원장, 안동청년유도회장)

환 영 사 : 권영세 (안동시장)

기조연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격 려 사 : 강일호 (경상북도청년유도회장)

격 려 사 : 김득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

축    사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축    사 : 김광림 (국회의원)

기조강연Ⅰ 09:40~10:10 (30분)
유학연구 흐름에 부응하여 유교문화 전파에 힘쓰자.

장롱/張荣 (중국 산동대 총장)

관계례 10:10~11:50 (100분)

인 사 말 : 강일호 (경북청년유도회장)

축    사 : 최현국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전통관례(성인의식) 156명

기념촬영 11:50~12:00 (10분) 관계례자, 내빈 및 청년유림지도자

중식 12:00~13:00 (60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외

학술대회

13:00~13:20 (20분) 개회 (청년유도회 시,도 본부단 소개)

13:20~13:40 (20분)

사    회 : 이윤화 (안동대 공자학원장)

기조강연Ⅱ 공자 사상의 인문가치

발 표 자 : 왕대천/王大千 (중국 공자기금회 이사장)

13:40~14:10 (30분)

사    회 : 이윤화 (안동대 공자학원장)

주제발표Ⅰ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인문학의 새 전통 구상

발 표 자 : 임재해(안동대 교수)

14:10~14:40 (30분)

사    회 : 이윤화 (안동대 공자학원장)

주제발표Ⅱ 
생활유학과 중국정의론 - 본인의 유학연구를 시작으로

발 표 자 : 황위순/黄玉顺 (중국 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

14:40~15:30 (50분)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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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사

2014 세계청년유림 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님, 

권 세 안동시장님, 김광림 국회의원님, 쉬자루 중국 니산포럼 주석님, 본 회 공동개최로 도움을 주신 김득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님, 강일호 경상북도청년유도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유림 지도자 여러분, 

지역의 유림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조강연과 학술 발표를 해 주실 장롱 산동  총장님, 왕 천 

공자기금회 이사장님, 황옥순 산동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님, 임재해 안동  교수님, 이윤화 안동  교수님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백년전 우리의 유교는 자주독립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절망했으며 근 화의 장애물로 취급받았습니다. 

한국사회는 유교를 버리고 철저히 지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유교가 80년이 지나서야 교육에 한 열정과 지식의 개방성, 공동체적 심성을 장점으로 아시아적 가치의 

토 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 화의 성공과 민주 화의 자신감은 유교를 있는 그 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에 한 정보와 컨텐츠에 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문화컨텐츠, 

상품개발과 디자인, 우리의 사고방식에 유교를 이용하는 시 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유교중흥의 시기를 맞아 2009년 안동청년유도회는 세계청년유림 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후 인류보편적 

가치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금년에도 5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창립으로 명실공히 세계청년유림 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붕괴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극단적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책임없는 사회는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 회 슬로건은 위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병사들에게 우리 사회가 진정성 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

하다가 관례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인의 긍지를 되새기며 성숙한 책임과 도리로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유림이 단결하여 화목하고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시민적인 연 와 공동체 의식으로

서 나라경제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와 실천과제를 가지고 전국의 청년 유림들이 자유

롭게 토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유림이 동화평의 주역이 되고 유교문화를 전파하는 기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2014 세계청년유림 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청년유림 회위원장/안동청년유도회장  류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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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하여 21세기 글로벌시  청년유림의 역할을 

유학의 본질과 현 적 측면에서 조명하기 위해 개최하는 “2014 세계청년유림 회”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 합니다. 

지난 2009년 유학의 세계화와 유교문화 자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세계청년유림

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 시  유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교적 덕목의 실천을 통해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유림들의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함으로써 수 천 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 훼손되고, 계층 간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의 시 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파고가 높을 때 

일수록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 라도 진정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려면 그 중심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 원칙을 유교에서 목도

(目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천년의 역사에 면면히 흘러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가치를 되찾고, 

그 소중한 유산을 세계와 나눔으로써 인류평화와 문화융성의 새 시 를 열어 가는데 세계청년유림 회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이 행사를 준비해 준 안동청년유도회와 안동을 찾아주신 청년유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청년유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시는 발표자 여러분에

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혼탁한 시 에 한줄기 빛이 되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삶을 통해 국민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7월 4일

안동시장  권 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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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입니다. 우선 어제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성공적으로 개막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인문가치’ 또는 ‘인문정신’을 생각할 때 유학이 끼친 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번 행사가 유학과 선비문화의 본고장인 안동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번 포럼에서 열리는 총 여섯 개 특별 세션의 첫 시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션에 

참석해주신 주요 참석인사, 세션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인데, 저는 이것을 ‘문화’, 특히 ‘인문정신문화’적 관점에서 

실천 과제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화와 인문정신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의 성장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인

데, 인간에 한 이해와 정신적 가치관, 즉 ‘인문정신문화’는 그 과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 습니다. 문화를 국정기조로까지 설정한 

것은 역  정부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진흥’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국정과제로 지정하

습니다.

이 과제의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

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문화와 인문정신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의 배경과 맞닿아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민주화를 전 세계인이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이루어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부조리한 관행들이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성장도 이제는 벽에 부딪혀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각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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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틀(패

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를 지배한 산업경제 중심의 틀이 물질과 효율을 중시하며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문화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창조경제 논의에서 문화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인문정신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인들은 창의력의 원천으로 하나같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말하고, 학자들은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정신적 가치관의 문제를 빼놓지 않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정치 · 경제 · 사회의 변화는 각 개개인이 인문정신을 함양하고 인문적 성찰을 일상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문정신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 그 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문화의 

변화는 개인의 삶과 국가의 경쟁력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과 보다 나은 변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인문정신 가치를 꼽는

다면 ‘소통 · 상생 · 나눔 · 배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통과 상생, 나눔과 배려는 각각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묶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통의 결과가 배려가 

되고, 배려와 나눔으로 인해 상생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네 개의 가치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개인의 삶에 일상화시키고, 사회적 책임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는 인문정신 가치를 실천적 과제로 구체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적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5천 년 역사와 함께한 우리의 정신문화사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의 

뿌리 깊은 바탕인 유교적 실천사례에 한 탐구는 현재 한민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26년의 나이 차에 상관없이 퇴계(이황)와 고봉(기 승) 두 선생이 8년간 편지로 주고받은 논쟁은 

‘소통과 상생’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흉년에는 재물을 모으지 말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경주 최 부잣집의 가훈은‘나눔과 배려’의 좋은 사례입니다.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인문정신 문화

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소중한 인문정신 전통을 실천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문’이란 용어는 정의하기 쉽지 않은 용어이지만, 저는 아주 쉽게, 인문이란 ‘사람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

다. 인문학의 핵심이 문학 · 사학 · 철학인데,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가 역사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철학이며,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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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란 ‘각자가 마음속에 거울을 하나씩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에 

한, 사회에 한, 역사에 한 성찰의 거울. 그것이 인문정신이고, 그 거울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고민할 때, 진정한 인문정신문화가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거울’, 그 거울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닦고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오늘 이번 세션에서 그 해답을 함께 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내외 석학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풍성한 논의가 기 됩니다. 다시 한 번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실무자 분들의 노고에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

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진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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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열과 낭만의 계절 7월을 맞이하여 ‘유교문화, 다시 세계를 밝히다.’를 주제로 현 사회 세계속의 유교적 

인문가치를 조명하는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기간에 2014년도 세계청년유림 회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 합니다. 

지난 2009년 ‘유학의 세계화와 유교문화 자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세계청년 

유림 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유교문화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적 풍요만을 중요시 하다가 우리선현들의 도덕적 미풍양속과 아름다운 유교적 전통이 

훼손되고 정신적으로 계층간 갈등이 발생기고 혼란과 무질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파고는 

이제 우리 청년유림이 바로세우고 실천하여 근본을 되찾는 참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제

가 바로 ‘청년유림의 미래와 실천과제’를 선정하 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청년유림 회를 통하여 이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하며, 이 자리가 우리 청년유림의 미래를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유교적 덕목을 실천

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은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이한 해이고 금년 가을이면 경상북도 신도청이 이곳 안동예천 지역으로 이전

하여 새천년의 도읍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의 호국정신⋅화랑정신⋅새마을정신⋅선비정신은 

바로 경복의 혼이요 경북의 창이며, 한민국의 표상입니다. 오늘날 경제 중심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사회가 당면한 돈보다는 사람중심으로, 利보다는 義를 찾아야 하고, 양극화 시 보다는 

통합의 사회로 가야하며, 경제문제보다는 인문중심의 사회로, 경 보다는 윤리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같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자 세계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오늘날 꼭 필요한 과제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 습니다. 개막식에 이어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이란 주제로 중국산동  장롱 총장

님께서 기조강연을 하십니다. 오후에는 두 번째 기조강연으로 ‘유학과 일상생활’이란 주제로 중국 공자기금회 

왕 천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시며, 이어서 첫 번째 주제발표는 ‘청년유림의 미리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안동

학교 임재해 교수님께서,두 번째 주제발표는 ‘생활유학과 유학 정의론’을 주제로 중국 산동  유학고등연구원 

황옥순 부원장님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세계 석학들의 우수한 연구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유림들에게 

미래를 모색하고 실천과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세계청년유림 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시는 안동청년유도회 류한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전국에서 오신 유림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성균관청년유도회 중앙회와 경상북도청년유도회, 안동청년유도회가 주최하고 안동

청년유도회가 주관하는 2014년도 세계청년유림 회에 참석하신 전국의 유림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경상북도청년유도회장  강 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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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 先生님의 學脈과 西厓 先生님의 愛國 精神이 滔滔히 이어져 오는 雄府 安東은 大韓民國 儒學 首都라 일컬

어집니다. 오늘 이 行事을 빛내주시기 위해 參席하여 주신各 機關 團體長님, 儒林 關係者 어르신, 內外貴賓, 

靑年儒林 同志 여러분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現代 世界속의 儒敎的 人文價値”라는 主題로 2014年 世界靑年儒林大會를 開催함에 名實相符하니 儒學의 본

고장다운 行事라 思料됩니다. 自古로 배움과 實踐은 같이 움직여야할 行目이라 생각됩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몸소 實踐한 文鄕이기에 이곳에선 文章道德과 忠臣烈士와 救國干城이 다른 고을에 

견주어 높고 많습니다.

멀리 坊坊曲曲에 枉臨하신 尊敬하는 靑年儒林 指導者 여러분 우리는 위와 같은 永嘉고을에서 常居하지는 않치만 

좋은점은 體得하여 나를 닦고 나아가 각 地域을 맑게하고 啓導하여 儒學이 東國에 充滿하고 大同和平하는 

世上을 만들도록 盡力합시다.

“君子之德風이요 小人之德草라 草上之風이면 必偃이라”는 論語의 有名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君子다운 

德目을 키워 좋은 세상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이 뜻깊은 大會를 열었습니다.

이에 安東 靑年儒道會가 이 사업을 施行함을 祝賀와 아울러 激勵를 마지않습니다.

安東靑年儒道會 柳漢正 會長님과 慶北靑年儒道會 姜一鎬 會長님의 勞苦에 稱讚을 아끼지 않으며 또한 關係者 
여러분과 後援하여 주신 慶尙北道 및 安東市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多士 여러분의 健勝을 祝願
하오며 會員의 家庭마다 幸運과 萬福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2014년 7월 4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  김 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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鄒魯之鄕의 도시 안동에서 ｢2014세계청년유림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3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득환 성균관청년 유도회중앙회장님과 강일호 경북청년

유도회장님, 류한정 안동청년유도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내외귀빈과 세계청년유림 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안동을 찾아 주신 전국 유림단체와 

해외에서 찾아주진 유학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유교는 인류철학으로 각광을 받으며 나날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유교문화 산실로서 

조선시  이후로 추로지향(鄒魯之鄕)이라 불릴 정도로 성리학을 완성하신 퇴계 이황선생을 비롯한 서애유성룡, 

학봉 김성일 선생 등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고장입니다.

2010년7월3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수많은 유교문화자원을 보유한 

유서 깊은 곳에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라는 주제로 국내외 석학께서 강연과 학술발표를 하게 되어 

더욱 뜻 깊다고 할 것입니다.

2014 세계청년유림 회를 통하여 유교의 현 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조상들의 선비정신을 실천하고 올바른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등, 현 인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2014 세계청년유림 회를 성 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4년 7월 4일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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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精神文化의 首都 安東에서 開催하는 ‘2014 世界靑年儒林大會’를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그리고 本 大會에 

參席하신 靑年儒林指導者 여러분을 비롯한 來賓 여러분께 感謝드립니다.

亞細亞 各國들의 눈부신 經濟發展의 中心에는 西歐의 政治思想과 制度로는 具現 不可能한 配慮와 相恤, 勤勉
과 儉約, 大家族 人間關係 등을 重視하는 儒敎哲學과 情神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未來學者들 은 急變
하는 現代社會의 非人間性 問題들을 解消하고 未來社會의 새로운 代案價値로 儒敎的 理念과 人文價値에 注目
하고 있습니다.

儒敎는 늘 學習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時代의 흐름에 맞추어 늘 變化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수시변혁(隨時變
革)을 强調하고 있습니다. 時代潮流에 앞선 能動的인 變化와 主導를 爲한 方案으로 儒敎的 人文價値가 새롭게 

注目받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傳統 儒敎文化의 肯定的인 面을 再照明하고 儒敎哲學의 참된 價値를 未來社會의 

새로운 文化로 定着시킬 好機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個人의 成長과 社會的 責任｣이라는 主題로 靑年儒林들이 한 데 어울려 참된 삶의 方向과 靑年儒
林의 實踐課題를 摸索하는 본 大會는 時宜適切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21世紀人文價値포럼’ 期間
中에 開催되고 더욱 盛大하게 치러진다는 점에서 무척 期待가 큽니다. 아무쪼록 本大會를 通해 儒學의 참된 

價値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大會準備를 위해 애쓰신 成均館靑年儒道會中央會, 慶尙北道靑年儒道會, 安東靑年儒道會 등 靑年儒林 
여러분의 勞苦에 感謝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靑年儒林 여러분들의 活動이 大韓民國을 넘어 儒敎⋅선비文化를 

가장 잘 保全하고 實踐하면서, 人類世界의 大同和平을 이룩하는 礎石이 되기를 期待합니다. 거듭 儒敎哲學과 

人文價値를 宣揚하는 世界靑年儒林大會를 祝賀드리며 여러분들의 健勝을 祈願드립니다.

感謝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회의원  김 광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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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연구 흐름에 부응하여 유교 문화 전파에 힘쓰자

— 산동대학교 유학 연구의 전통과 특색

장롱 (張荣 - 중국 산동  총장)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참가하여 여러 석학들의 고명한 견해를 듣고 유가 문화의 발전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 에는 세계가 급격히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문화의 새 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유학이 

차지하는 지위가 날로 중요해지고 유학 연구도 갈수록 국제 학술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의미가 깊은 중요한 행사로 유학 연구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하리라 확신합니다. 

공자와 맹자의 고향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산동 학교는 유학 연구의 천혜적인 지리적 우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50년  이래 우리 학교의 많은 저명 학자들은 유학 경전 연구에 몰두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는 일련의 표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형(高亨) 선생님의 《시경(詩經)》 연구, 동서

업 (童書業) 선생님의 《춘추좌전(春秋左傳)》 연구는 해당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중요한 성과들이고 20

세기 50년 에 창간된《문사철(文史哲)》, 80년 에 창간된 《주역연구(周易研究)》 등 학술지는 유학 연구 

분야의 중요한 학술간행물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년간 산동 학교는 유학 연구 기관의 설립 및 운 , 연구진의 구성, 연구 인력의 양성 그리고 국제 교류

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유교 문화 연구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산동

학교 유학 연구 발전의 특색과 성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유학고등연구원을 설립하고 유학 연구의 중요한 기지를 조성합니다. 산동 학교는 산동성이 공자와 맹자

의 고향이라는 문화지리적 우세와 문학, 사학이 발달한 학교의 특색에 입각하고 학의 문화 전승 및 창조 

기능을 발휘하여 중국 전통문화 연구와 전승의 표적인 학을 목표로 기존 연구기관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유학 연구의 ‘학술 특구(特區)’를 만드는 데 주력하 습니다. 2005년 산동 학교는 

유학연구센터를 설립하 고 2010년 유학고등연구원을 설립하 습니다. 2012년 1월 산동 학교는 기존 학과

와 기구의 장벽을 타파하고 원래의 유학고등연구원, 유학연구센터, 문사철연구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산동

학유학고등연구원을 구성하 습니다. 학교와 산동성정부에서 매년 많은 경비를 투자하여 유학고등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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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학고등연구원은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공공 연구기관이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학 전문 연구 기관으로 산동 학교, 전 중국 내지 전 세계의 중국 고전학술 연구자 특히 유학 연구자에게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점차 해내외 중국 고전 학술 연구와 교류 분야의 권위있는 기구로 부상하

고 있습니다.

2. 우수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표적인 연구성과를 산출하도록 합니다. 수준이 높은 전문자팀이 유학 연구

를 확보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유학 관련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동 학교는 임용제도에 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습니다. 일부 핵심적인 직책을 고정직으로 보유하면서 량의 임시직을 설치하여 인원 

구성과 과제 진행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직과 임시직 결합의 임용방식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젊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핸 ‘샛별계획(新星計劃)’을 실시하여 최신 학술연구 동향과 협동 혁신의 

필요에 따라 젊은 교수들을 매년 해내외의 다른 학에 파견하여 일정 기간의 방문 연구를 통하여 학술 시야를 

넓히게 하여 유학 관련 분야 젊은 학자들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연구 과제를 시행

하고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국내외의 우수한 포스트닥터를 모집⋅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동 학교는 이미 최적의 인원 배치, 합리적인 구성을 자랑하는 연구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유

학의 의리 연구, 문헌 연구, 유학의 현 적 가치, 유학의 민간 보급, 유학과 서양 자유주의의 화 등 여러 

분야의 표 학자들이 많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와이 학교의 로저 에임스 (Roger Ames) 

교수, 성중 (成中英) 교수, 일본 중국학회의 이케다 도모히사(池田知久) 회장, 만 학의 베테랑 교수인 

황준걸(黄俊傑) 선생님 등 많은 해내외 저명한 학자등을 초빙하여 전체의 연구 수준을 짧은 시간에 향상시키

고 국제 향력과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최근 몇년 간 산동 학교는 유학 연구의 각 분야에 관련된 고차원적인 연구 과제 100 이상을 담당하 습니

다. 그중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각종 판본의 교감과 점교(点校)’,’중국 정의(正
義)론 — 중국 고전제도 윤리학 시리즈 연구’, ‘유학 사론(史論) 문헌 휘편(彙編)’, ‘집부(集部) 유학 문헌 췌편

(萃編)’,’백년 유학 정화(精华) 시리즈”, 그리고 《20세기 유학 통지(通志)》, 《두보(杜甫) 전집 교주》 등 저

작과 《자해진본편(子海珍本編)》,《백년 역학(易學) 정화(菁华) 집성》,《산동 문헌 집성》, 《양한(兩漢) 전

서》 등 형 총서 등 일련의 표적 연구성과를 선후로 내놓음으로써 세계 유학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

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연도별 《국제유학발전보고서》를 간행하여 국제 유학 발전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합니

다. 현재 이 보고서는 국제 유학 연구의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었습니다. 

3. 제도에 한 개혁을 심화시켜 유학 관련 인력을 양성합니다. 유학의 예비 인력은 유학 발전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산동 학교는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원칙하에 기초가 튼실한 유학 연구 예비 인력의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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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니산학당(尼山学堂)’ 고전반의 설립⋅운 입니다. ‘니산학당’은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고전 학술의 발

전 규칙과 유학의 특징에 맞추어 따로 학부과정, 학부-석사 통합과정을 설치⋅운 하여 기초 지식이 해박하

고 중국 고전 학술 연구에 몰두하여 중국 고전 학술과 전통문화의 계승, 연구, 혁신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학문을 창조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 무 를 활용하여 학생 양성 제도를 혁신합니다. 전문적인 컬리큘럼을 작성하고 교육과 연구

의 결합을 추진하여 연구 훈련이 인재 양성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박사과

정 학생 모집 제도와  모집 방식 모색, 박사과정 학생의 심사제도 개혁, 학원생 모집에 있어서 지도교수

의 권한과 자주성 확 를 통해 전공의 기초가 탄탄하고 연구 능력이 강하며 잠재력이 큰 우수한 혁신적 인

력을 선발합니다. 

4.국제 교류의 무 를 마련하고 유학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합니다. 글로벌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외부와의 교류가 없이는 유학의 발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산동 학교는 유학의 국제적 향력을 계속 강화시

키기 위해 다차원적인 국제 학술교류의 무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니산세계문명포럼’을 창도하고 주최합니다. 이 포럼은 이미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3회 니산세계문명포럼이 2014년 5월 21-23일 산동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국내

외 유학, 종교, 철학 분야 130명의 유명한 학자들은 포럼에 참가하 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 배경하의 인류 

공동의 윤리’를 주제로 하는 제3회 니산세계문명포럼은 ‘명호(明湖) 고위층 화’.’주제 발표’, ’세계 청년 박사

과정 학생 포럼’, ’기업가 포럼’,’여성 원탁 회의’, ‘한⋅중 학자교류’를 비롯한 여러 형식의 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세계문명 화 국제협력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20여 명의 학자들의 창도에 의해 참가자들은 

《문명 간 개화를 통한 인류 공동의 윤리 촉진에 한 책임의식 관련 니산성명》에 공동 서명하 습니다. 그

리고 니산세계문명포럼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간의 협력에 하여 한⋅중 학자들은 적극적이고 유익한 논의

를 진행하 고 또한 니산포럼의 고정 회의장소인 니산성원서원(尼山圣源書院)에 한⋅중 우정의 나무도 함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산동 학교는 중⋅미(中⋅美) 유학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산동 학교가 미국 하와이

학교, 싱가폴국립 학교, 중국인민 학교, 복단 학교, 화동사범 학교 등 여러 학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로 2년에 한번씩 개최합니다. 이 포럼은 이미 중국과 서양의 유학 연구자가 화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동아시아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심포지엄은 산동 학교, 일본 동문화 학 동양연

구소, 한국 성균관 학교 유교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회의로 ‘세계를 향한 동양 사상’, ‘동아시아 사회에

서의 집(家)’, ‘동아시아 문화에서의 자아의식’,’세계 윤리 질서와 동아시아의 자원’을 주제로 4차례가 개최되

었고, 그중 산동 학교는 2차례를 주관하 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향후 몇년간 산동 학교는 계속 우수한 자원을 통합하고 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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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Ⅰ

의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그리고 기타 사회 인사들과 함께 유학의 전승, 전파 및 보급, 유학 연구의 현 화, 

집약화, 국제화, 사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력, 제도, 연구의 3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니다. 또한 일련의 중요한 유학 연구 과제를 설립하고 국내외에 입찰 공고를 통하여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한국, 일본, 베트남, 말레시아 등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유학 학자들을 적극 입할 것

입니다. 그러면서 유엔문명연 (UNAOC)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학과 세계문명과의 화를 추진하고 다원적

인 세계문명의 공생과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각국 학자들이 산동 학교에 와서 유학 연구와 교류를 진행하여 새로운 세계문명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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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 사 말

정열과 낭만의 계절 7월에 경북의 호국정신, 화랑정신, 새마을정신, 선비정신을 고취시켜 웅도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년유도회가 주최하는 성년식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행사기간에 개최하게 된 것

을 매우 기쁘게 각하며 그 의미가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성년식은 우리지역의공군 제16전투비

행단 소속 장병들을 상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준비하 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경상북도청년유도회임원들이 공군 제16전투비행단 부 를 찾아서 개최하 던 행사를 

오늘은 전국의 청년유림관계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세계유림 회의 특별세션 행사의 

하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병들에게는 선비정신의 참뜻을 이해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호국정신

의 뿌리가 우리 경북임을 인식시켜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 줌으로써 앞으로 병 생활은 물론 제 하더라도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써 책무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년을 맞이하신 장병 여러분!

성년식은 남자나 여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소년기에서 벗어나 청년기를 맞이하는 나이에 성년식을 개최합니다. 

분리의례(초가, 재가, 삼가)를 통하여 앞으로 어린마음을 버리고 어른스러워 질 것을 당부하고, 모든 언행을 

어른스럽게 하도록 인도하며, 한편으로 어른으로써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정화 의례인 초례를 

통하여 어른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겸양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례인 자관자례를 

통하여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인 字를 지어주고 어릴 때 이름을 벗어나 새로운 이름으로 어른 

스럽게 사회활동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유림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방문하신 이곳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며, 향교, 서원, 고택, 문화재 등 전통유학이 고스란히 

보전되어 있는 고장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성년식은 안동이 낳은 3  독립운동에 빛나는 향산 이만도 선생의 

성년식 홀기를 준비하 습니다. 관례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문중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향산 이만도 선생의 관례식을 홀기를 통하여 성년식을 개최함으로써 향산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하여 참여하신 성년식을 치른 장병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군 제16전투비행

단 최현국 단장님외 관계자 여러분, 참례자로 참여하신 유림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본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많이 협조하여 주신 안동청년유도회 류한정 회장님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경상북도청년유도회가 주최하는 관례식에 참석하여 주신 성균관청년유도회 김득환 

회장님과 17개 시도본부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경북청년유도회장  강 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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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축   사

21세기는 ‘新 르네상스시 ’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에 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유교문화와 

우리의 전통 선비정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4 세계청년유림 회’행사가 

성 하게 개최되고 아울러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을 초 하여 우리가 못다한 성년식을 거행해주시는 

세계청년유림 회추진위원회 관계자와 본행사를 주관하신 경상북도청년유도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도 선진 병 문화 정착을 위해 장병들의 인성 함양에 지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선진 한민국의 주역이 될 젊은 장병들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참된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제 로된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 장병들에게 군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의 정당

성과 사명감을 일깨워 줌으로써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전투력을 극 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세계

청년유림 회’행사가 장병들에게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세계청년유림 회’행사 중 진행하시는 관례는 어린 청소년에서 만 20세가 되어 어른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한 사람이자, 진정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 의식입니다. 이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첫 번째 관문으로서 과거에는 이를 성 하게 기념해왔습니다. 충효의 

고장에 위치한 우리 비행단은 이러한 의미에 걸맞도록 성년이 되는 장병들이 전통성년식인 관례를 통해 참된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선진 도덕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석학들의 명 강연을 청취함으로써 장병들이 21세기 글로벌 시 에 거듭나는 인재가 될 

것이라 기 됩니다. 비행단 장병들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군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장래를 짊어질 동량(棟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부  장병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바른 인성함양을 통해 정신전력을 강화

하고, 나아가 선진 도덕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민족 고유의 숭고한 선비정신

으로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의 성장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군 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함과 동시에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년식을 위하여 기회를 주신 청년유도회 관계자와, 참석하신 부모님, 그리고 본 행사를 몇달전

부터 알차게 진행하여 주신 경상북도청년유도회 강일호 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례식을 계기로 장병들은 병 생활은 물론 제 하여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모범사회인으로 활동할 것

입니다. 성인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신데 하여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최 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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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Ⅱ

공자 사상의 인문가치 

왕대천 (王大千 - 중국 공자기금회 이사장)

존경하는 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열정처럼 뜨거운 계절인 여름날, ‘맹자(孟子)의 고향’ 중국 산둥에서 한국 경상북도 안동시가 후원하

고 한국 정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 광스럽습니다. 

안동은 퇴계 이황 선생의 고향으로, 제가 늘 방문하고 싶었던 고장입니다. 자고이래 안동 사람들은 유교 전통

의 향으로 문화교육, 유교정신 및 예의를 숭상하고 강조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안동은 유생의 고향이자 전

통문화의 본고장 그리고 한국의 ‘공맹(孔孟)의 마을’로 칭송 받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과연 ‘정신

문화의 수도’다운 중후한 인문적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중국 공자재단을 표하여 

안동시 정부, 국립안동 학, 한국 국학진흥원, 청년유도회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공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 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며 교육자로서, 유교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문화인사이기도 하다. 폭넓은 지식과 심오한 사상을 가진 공자는 철학, 정치학, 윤리학, 

교육학, 경제학, 문학 등 제반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상적 성취를 이루어, 중국 사상사의 높은 수준을 변하고 

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이 인학(仁學)이라면, 인학은 곧 인간에 한 사랑을 의미한다. 인애(仁愛)란 사람과 사람

이 서로 친하고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본 공자는 사람들끼리 친 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며, 인애

의 논리와 방법은 곧 남과 나의 처지를 서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애란 자신의 피붙이에 한 

사랑에서 출발해 타인에 한 사랑으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천지만물에 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박애 정신이다. 공자의 인애와 묵자(墨子)의 ‘겸애(兼愛)’는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박애주의와 

비견되며, 세계 문화에 한 중국 고  사상의 공헌이다.

공자는 사회 개량에 한 열망이 컸다. 공자는 한 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사회 개량의 중책을 짊어진다고 

보았다. 우수한 인재라면 개인의 출세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인애의 마음가짐으로 타인의 도덕과 지혜의 성

장을 돕고, 나아가 만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조화롭게 발전하는 길로 들어서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사회개량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첫째가 예의를 신봉하고 질서가 정연하며 모든 이들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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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소강(小康)’ 사회라면, 둘째는 온 누리가 공정한 ‘ 동(大同)’사회라 했다. ‘소강’과 ‘ 동’은 공자가 설계

한 이상적인 사회로서, 이는 유교의 사회적 목표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국인의 사회적 목표 다.

공자는 개개인에게 내재된 ‘자립’과 ‘성공’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자립’하고 

‘성공’할 지 고민할 때 다른 이의 ‘자립’과 ‘성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모든 사람은 

존중 받기를 바라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이 강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똑같이 이러한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이러한 이치가 같기에, 공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己所不欲，勿施于人]’는 유명한 도덕 황금률을 남겼다. 1990년  일어난 글로벌 윤리 운동은 표적인 종교

와 문화 속의 가치 있는 윤리원칙 가운데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우를 받아야 한다"와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글로벌 윤리로 채택했다. 이 두 가지 글로벌 윤리 원칙은 인류 

지혜의 정수이다.

공자는 사회의 화합과 세계평화의 옹호를 주장했다. 사회의 화합은 공정한 사회의 합리적인 제도를 기반으

로 구축되며, 세계평화는 “세계의 모든 이가 곧 형제[四海之内皆兄弟]”라는 인애(仁愛)의 가치관을 전제로 한

다. 현재 중국은 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곧 현  중국인이 공자의 사상과 지혜 속에서 

얻은 유익한 가치이기도 하다.

글로벌화 시 에 접어든 오늘날,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사상을 매우 중요시하면

서 여러 차례 언급하 다. 중국 지도자는 “깊고 넓은 문화 저력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이 항상 평화를 사랑해 

왔다.”고 지적하 다. ‘화이부동’은 공자의 위 한 가르침이다. 화합하지만 천편일률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달라도 충돌하지 않는다. 화합하여 함께 살면서 성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화이부동’은 사회발전의 중요한 법칙이자, 사람들이 사회 생활 속에서 반듯이 지켜야 할 준칙이며, 세계의 

모든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치이다. ‘화이부동’의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바라보고 다룰 때, 이웃나라와 

화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 모든 문화, 사회제도 및 발전모델이 

상호 교류하고 배우면서, 평화적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상 방의 장점으로 나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나가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화이부동’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에 한 중국 지도자들의 올바른 해석과 적절한 활용은 곧, 세계의 안정과 

평화 및 발전을 바라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공감 를 밝히는 행동이다. 또한, 공자의 가르침과 지혜가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으며 인류사회가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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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자재단은 1984년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발족한 전국적·국제적 성격의 학술기금 조직이다. 본 재단

은 모금으로 기금을 운 하면서 공자, 유학 및 중국의 전통문화에 한 학습·연구·보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

직하고 추진하여,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며 세계평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출범 이후 

중국 공자재단은 학술연구, 문화보급, 기금모금 및 운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

두었다. 특히, 공자 사상과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급 역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중매체와 

주류 미디어와의 접목을 실현했다. 본 재단은 다중뉴스그룹[大衆報業集團]과 공동으로 ‘중국공자네트워크[中
國孔子網]’를 구축하 고, 산둥위성TV[山東衛視]와 함께 ‘신싱탄[新杏壇]’을 발족하 으며, 산둥교육위성TV

[山東敎育衛視]와는 ‘공자아카데미[孔子學堂]’ 등의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급 분

야에서 공자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국학이동도서관[國學流動圖書館]’, ‘공자문화, 세계를 가다[孔子文化世
界行]’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 다. 중국 공자재단은 앞으로도 국내외 학계 및 중국 공자재단 사업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과 함께 공자사상과 유교문화의 보급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화문화의 세계화와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을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상적·문화적 자원을 

제공하여 인류문명과 사회의 진보에 일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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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인문학의 새 전통 구상

임재해 (안동 학교 교수)

1. 청년의 자질 인식과 미래 가치

여러분은 청년인가. 어떤 희망을 가진 젊은이인가. 청년으로서 어떤 전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청년이 

누구인가 하는 자각이 있어야 청년다운 삶을 설계하고 구상하여 실천할 수 있다.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누가 청년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점검하기 위해 개인적인 희망과 사회적 전망을 물었다. 개인

과 사회가 함께 가는 것처럼 희망과 전망도 함께 간다. 청년을 청년답게 하는 열쇠말이 희망과 전망이다.

전망은 미래사회에 한 예측이고 희망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다. 희망이 젊은이의 개인적 필수 자질

이라면, 전망은 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 인식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장단기 전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고 실천

해 나가야 한다. 전망이 사회적 발전의 미래 구상이라면 희망은 개인적 꿈을 실현하는 목표이자 실천 동기이

다. 그러므로 젊은이라도 미래의 전망 없이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상 늙은이나 다름없다. 아무

리 나이를 먹은 늙은이라도 앞날의 희망을 설계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누리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훌륭한 젊은이나 다르지 않다. 

진정한 젊은이는 물리적 연령 로서 청년과 세 와 상관없이 꿈과 희망에 충만해 있는 역동적 인간을 뜻한

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전망 속에서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루고자 실천하는 자가 곧 청년이자 젊은이다. 청년세

는 미래 가치의 전망 구상 이전에 현실문화의 주체로서 기성세 와 구별되는 삶을 누린다. 청년세 는 넷세

이자 디지털세 이며 스마트폰 세 이다. 스마트폰 세 란 곧 SNS세 이자 모바일세 이다. 

컴퓨터 세 를 웹 중심의 네티즌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세 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앱티즌(Apptizen)이

라고1) 할 수 있다. 앱티즌은 시민 중심의 전통적 공동체와 달리 전지구적 원격공동체를 이루고, SNS를 이용

한 일  다수의 동시 다발적 소통에 익숙하다. 앱티즌들은 SNS로 언론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며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직접 민주주의의 광장이자 참여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의 중매체에 소외된 시민들 

“누구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금기의 역에 있던 주제까지 공론장에”올려서2) 자

유롭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까닭이다. 

1) 하성보⋅강승묵, ｢스마트폰의 이용형태와 이용환경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 고찰: 미디어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Vol. 11, No.7, 한국콘텐츠학회, 2011, 95쪽.

2) 하성보⋅강승묵, 위의 글, 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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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전에도 편리한 소통매체가 다양하게 많았지만, 스마트폰처럼 현장 상황을 즉각 알려줄 만한 동시적 

순발력과 지구적 확산력을 갖추지 못했다. 기자의 현장보도라 하더라도 데스크에서 거르고 편집하는데다가, 

정해진 보도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전파를 탄다. 따라서 현장에서 즉각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매체들이 바로 

신문과 방송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앱티즌은 즉각 현장상황을 동 상으로 담아서 국제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 그런 주체 구실을 하는 것이 우리시 의 청년이다. 그러므로 청년세 는 텔레비전 세 와 

컴퓨터 세 와 구별되는 문화적 역량을 발휘한다. 

텔레비전 세 인 5,60 는 전자매체를 전혀 만나지 못하다가 사춘기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한 

것이 문화충격이자 문화적 성취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가구처럼 안방이나 거실 중앙에 갖추는 

것이 꿈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부터 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이 애국가를 불러야 취침에 들어간다. 

텔레비전이 정보지식 제공의 가장 첨단 매체이기에,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받

아들 다. 그러므로 5,60 는 텔레비전을 우상처럼 섬겼던 세 라 할 수 있다.

컴퓨터 세 인 3,40 는 하루 종일 컴퓨터와 더불어 일을 하고 궁금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자리에 

앉으면서 컴퓨터를 켜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고 컴퓨터를 끄는 것이 일과의 끝이다. 텔레비전이 선망의 상이

었던 5,60 와 달리 3,40 는 자라면서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갖추는 것이 선망의 상이었다. 날 때부터 텔레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따라보긴 하지만, 주체적으로는 컴퓨터로 정보나 뉴스, 

드라마를 찾아본다. 정보의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고 양방향 소통을 한다.

스마트폰 세 인 1,20 들에게 컴퓨터는 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신기하지 않다. 그러나 어른들만 

사용하는 휴 폰이나 스마트폰은 신기한 물건이었다. 10 부터 휴 폰을 가지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다가 10

의 피처폰을 거쳐 20 가 되어 스마트폰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다 가지고 있다. 틈만 나면 스마트

폰을 켜고 정보를 시청하고 검색하며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불러와 활용한다. 스마트폰에는 텔레비전과 컴퓨

터 기능까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3) 그러므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기성언론에 해 무관심하다. 왜냐

하면, 스마트폰 세 이자 앱티즌은 정보의 생산자이자, 뉴스 전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취재기자이자 방송 앵커 구실도 할 수 있다. 자신의 뜻과 꿈 또는 사생활을 펼쳐보여도 좋고 사

건 현장을 동 상으로 찍어 올려도 좋다. 이제 자신의 명성은 TV 스크린보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

면에서 결정된다. 방송뉴스나 신문기사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생산하고 확인하는 소식들이 진짜 뉴스 구

실을4) 하는 것이다. 따라서 SNS와 같은 소통체계가 더 일반화되고 스마트폰 세 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

체가 되면 우리 사회는 더 등하고 민주적인 체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5) 그러므로 우리 시 의 청년이

라면 현실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답게 SNS의 소통으로 바람직한 여론 조성의 역할을 적극적으

3) 임재해, ｢페이스북 공동체의 소통 기능과 정치적 변혁성｣, 한국민속학 55, 韓國民俗學會, 2012, 233∼234쪽.

4) 임재해, 위의 글, 165∼166쪽 참조.

5) 임재해, ｢스마트폰과 중문화 현상의 문화유전자 인식｣, 南道民俗硏究 27, 南道民俗學會,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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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당해야 한다.

미래 가치를 지향하는 진보적 청년은 이러한 스마트폰 문화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몸과 마음을 맡겨서는 곤

란하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연속극에 몰입된 할머니나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과도하게 

독점(radical monopoly)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중세의 주인이 하인을 마음 로 부리듯이 스마트폰은 사람들

을 노예처럼 불러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마트폰

을 들고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까닭에“스마트폰의 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6) 
한때 텔레비전의 폐단 때문에 텔레비전을 끄고 화를 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이제는‘스마트폰을 끄고 이야

기를 나누자’하는 주장이 필요할 만큼, 스마트폰에 끄달려 사는 처지가 되었다. 면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

과 친구, 동료 사이에 스마트폰이 끼어들어 화를 방해하고 사회적 만남을 가로막는 까닭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일상적 인간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의 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스

마트폰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벨이 울리거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 페이스북 신호음이 

끊임없이 들리게 마련이다. 그러면 하던 일이 무엇이든 스마트폰에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독서를 하든, 

문서를 작성하든, 밥을 먹는 중이든, 연인과 사랑을 하든, 회의 중이든 상관이 없다. 전화벨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부터 받아야 한다.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나 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볼 때도 예외가 아니다. 마치 주인의 호출을 받은 하인처럼 전화기를 찾아 허둥 기 일쑤이다. 그러므

로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제멋 로 휘젓고 부리는 주인 노릇 하는 불편한 사실을 깊이 성찰하고 문화적 역기능

과 부작용을 분석하여 스마트폰에서 해방되는 안문화를 다시 구상하는 것이 미래의 전망이며 미래 가치의 

실현이다. 

2. 현대사의 역사적 인식과 미래시대 전망

미래 가치를 실현하려면 현실 세계의 역사적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한다. 현 사의 구체적 인식 없이 

온전한 미래를 구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세기에 견주어 문화적 

창조력이 더 중요한 시기이자, 학문적으로는 인문학문의 시기라는 것이다. 식민지 개척을 다투던 군사력 중심

의 19세기에서, 시장 개척을 다투던 경제력 중심의 20세기를 거쳐, 문화적 우위를 다투는 창조력 중심의 21세

기의 현실에 이르러 있다. 

중세에는 문화권의 중심 국가가 주변부 국가를 예속화시키면서 세계의 중심을 자처하며 군림했고, 근 에

6)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57쪽. 백욱인, ｢스마트폰에 비친, 우리시  나르시스들의 ‘일그러

진 초상’｣, 경향신문, 2014년 3월 8일자, 2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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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사적 강국이 다른 문화권의 약소국가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식민지로 지배함으로써 등한 관계의 교류나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했다. 이제는 국제질서가 민주적으로 재편되어서 강 국 중심으로 다수 위성국들이 종

적 질서를 이루던 시 는 지났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어와 서구문화가 석권하던 시 로부터 다중언어와 

다중문화가 존중되는 문화다양성 시 로 나아가고 있다.7)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시적으로 읽어야 비로소 세계화 시 를 제 로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방향

으로 우리 시 를 만들어가야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지 온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근 사를 요약하면, 가) 

무력 전쟁의 19세기에서 나) 무역 경쟁의 20세기, 다) 문화 교류의 21세기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가리키는 시계탑은 문화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문화교류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시 를 일컬어 세계화 시  또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좀더 구체적

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 가 세계화 시 라면 상 적으로 근 는 국가화 시 이다. 세계적으로 국민국가들이 형성되고 국가 중

심의 패권을 누리고자 자국중심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자국 중심의 국가주의가 배타적으로 극단화되어 국

수주의로 빠져드는가 하면, 국수주의가 공격적으로 극단화됨으로써 약소국가를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가주의의 극단이 빚어낸 국수주의의 우월성과 제국주의의 침략성은 무력전쟁

을 끊임없이 촉발시켰다. 그러므로 근  국가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탈근 의 세계화이다. 

세계화 시 로 나아가려면 국가주의, 구체적으로는 국가중심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국가주의에서 해방

되는 것은 미래의 세계화 시 로 나아가는 방법과, 국가주의 이전의 지방화 시 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극복하는 안으로 지방화시 , 또는 지방자치화 시 를 열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지방자치에 있다고 할 만큼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러한 자치의 보기가 마을공동체

이다. 그러므로 “마을문화가 인류문화의 희망”이라는8) 사실이 미래의 지방화시 를 여는 구호이다. 

20세기가 국가화 및 도시화의 시기라 한다면, 21세기는 세계화 및 지방화의 시기가 될 것이다. 세계화는 

지방화라는 미시적 인식과 맞서 있는 관계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21세기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들로 맞서서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이 함께 추구되고 변증법으로 통합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세방화 시기에는 세계

화의 주역이 곧 지방이며, 진정한 지방화는 곧 세계화에 이르러야 한다. 지방화의 성공은 세계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세계화는 지방화의 성공을 통해서 실현된다.9)

7) 임재해,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겨냥한 다문화 공유의 민속축제 구상｣, 남도민속연구 23, 南道民俗學會, 2011, 333∼335쪽

에서 다중언어와 다중문화론을 제기했다.

8) 임재해, 마을민속 조사연구 방법, 민속원, 2007, 

9) 임재해, ｢21세기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집문당, 1997,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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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 는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민족의 경계가 사라지며 언어의 차이가 극복되는 것과 더불어, 교통

의 발달로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통신시설의 발전으로 시간적 소요가 짧아짐으로써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

럼 압축된 작은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다. 세계화는 거 국가가 세계를 석권하거나 일국 중심의 획일화 세계

로 가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신사 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화나 서구화를 세계화로 착

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화는 “ 상으로서 존재하는 세계를 역동적 유기체로 살아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마을공동체 성

원들처럼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며 서로 오가야 한다.10) 세계의 성원들이 제각기 고립되어 있거나 일방적

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한 관계에서 양방향 소통을 하며 상호 교류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마을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세계화이다. 

따라서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각국이 서로 등한 관계에서 자기 개성을 지닌 채 상호 교류하

고 양방향 소통을 긴 하게 하는11) 거시적인 체제이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보기는 마을공동체에 있다. 가장 

작은 마을공동체 문화를 보기로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글로벌리제이션을 더 정확하

게 번역하면 ‘지구촌’ 곧 지구마을이란 뜻이다. 

국가 사이의 장벽이었던 국경을 쉽게 넘나들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민족 사이의 경계 던 언어와 문화의 차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며 교류하고 함께 공유하는 유기적 관계를 이루게 되어 다중언어 다중문화 

시 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계란 다양성의 다발이자 다른 것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거 해도 하나는 

세계를 구성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것들이 더불어 어울려서 유기적 총체를 이룰 때 비로소 세계화가 이루어진

다. 그러므로 세계화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논리로 세계를 구성하는 제각기 다른 요소들이 서로 호혜평등한 

관계로 교류할 때 제 로 이루어진다. 

세계화시 나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적 인식이다. 문화의 세계화로 다중언어 다중문화 

시 가 열린다고 해서 인류의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면 인류는 

지속 불가능한 재앙에 부닥뜨린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가는 생태주의 체제를 미래세계로 구상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윤리나 가치

관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등한 생명으로서 생태학적 관계 속에 함께 가야 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인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삼라만상을 서로 유별하여 차등하게 보지 않고 모두 등한 존재이자 유기적 실체로 인식하는 생태주의 가치

관은 인문주의까지 아우르는 미래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세계 지성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한다

고 해서 문화주의 체제 실현에 골몰한 나머지 다음 세기의 체제 구상에 소홀할 수 없다. 우리시  전후의 역사

를 세기 단위로 거칠게 구분하고 미래를 전망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 위의 글, 435쪽.

11) 임재해, ｢세계화 시  한국 민속학의 현실적 과제와 자각적 전망｣, 比較民俗學 50, 比較民俗學會, 2013, 161∼2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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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20세기          21세기          22세기

      군사주의 시  → 경제주의 시  → 문화주의 시  → 생태주의 시

역사학의 시 구분론이나 역사의식은 지나간 역사에 한 구분과 해석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 만

들기를 실천하는 전망 제시까지 이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시 구분론의 중요 기능이기 때문이다. 통시적 학문으로

서 역사학을 제 로 인식한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시 구분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바람직한 

역사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문화주의 체제에 만족

하지 말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주의 체제를 열어가야 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미래 가치 실현과 탈근대의 두 방향

미래 가치를 실현하려면 현재 시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의 세기에 주목하는 미래 

가치 실현은 경제성장이나 기술발명이 아니라 문화발전이다. 문화발전은 기존의 문화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

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문화창조는 기존문화보다 더 나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화발전이든 문

화창조든 한결같이 기존문화로부터 탈바꿈하여 새 미래문화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현실 사회체제와 문화 수

준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학계에서는 흔히 탈근 (post modern) 또는 탈근 주의(post modernism)라

고 한다. 

탈근 는 근 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말이다. 따라서 탈근 는 근 의 주류 사조

인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새로운 체제를 기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다. 탈근 가 구상하는 미래사회는 근 사조와 달리 감성주의, 문화주의, 생태주의, 탈물질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한 마디로 인문주의와 만나는 것이 미래 가치라 할 수 있다. 

탈근  운동은 현실체제에 순응하며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실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의 근  체제를 벗어나는 길은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현재에서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상하여 다가올 사회로 성큼 나아가는 것이고, 둘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전통사회의 문화를 창조적으

로 이어받는 일이다. 미래지향적 탈근 가 진보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과거지향적 탈근 는 전통적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탈근 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단선적 진보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통으로 되돌아가서 미래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미래와 전통의 두 길

을 함께 가는 변증법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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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탈근 는 현 사회의 주류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야 진보적인 미래사회가 발전적

으로 열린다. 이미 현 의 모순을 극복하는 도전적 조짐들은 다방면에서 표출되어 일정한 조류를 이루고 있

다. 미래의 새로운 조류들은 기성세 가 아니라 젊은 세 들이 주도하고 있다. 어느 시 나 기성세 보다 젊

은이들의 문화 속에 새로운 창조력이 도전적으로 장치되어 있고 미래를 이끌어내는 혁신적 전망이 싹트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탈근 의 길은 젊은이들의 문화 곧 넷세 (Net generation)의 스마트폰 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전통적 탈근 는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전통문화 속에서 길을 찾아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다. 왜냐하면 현 는 전통의 슬기와 가치를 극복한 가운데 형성된 까닭이다. 이런 까닭에 현 의 모순을 극복

하려면 오히려 현 가 하찮게 여기고 주목하지 않았던 전통 속에서 미래사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전통적 탈현 의 길은 노인들의 문화를 주목해야 한다. 노인들이 전승하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담지하고 있는 오래된 문화 속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사회 체제를 극복

하고 탈근 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 가 아니라, 주류에서 려난 비주류의 

노인들과 아직 주류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문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면 우선 다음 세 의 주역인 넷세 의 문화를 이해하고 넷세 의 취향에 맞는 사회로 가야 진보적인 

미래가 열린다. 넷세 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성집단과 전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 60  이상이 텔레비전 세 이자 신문세 라면, 40  이상은 컴퓨터세 이자 

휴 폰 세 이고, 20  이상은 넷세 이자 스마트폰 세 이다. 상당히 거칠게 나눈 세  구분이지만, 이러한 

유형적 인식이라도 제 로 해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넷세 는 신문과 TV와 같은 기성언론을 배격하며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선택할 뿐 아니라, 트위터

나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등한 관계 속에서 채팅하고 수평적 상황에서 양방향소통을 즐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형 언론권력의 횡포에 휘둘

리지 않고 중조작에 비판적인 자세를 가질 뿐 아니라 자기 견해를 당당하게 표명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 넷세 들이다. 따라서 앞세 가 엘리트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의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면, 넷세 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세 라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공식적 언론이 아무리 여론을 조작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언론보도에 댓글을 달아 조롱하

고 야유한다. 

이처럼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으며, 자신들을 

조직화하는 데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학과 시장, 기업,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달라질 것이

다. 그냥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다.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부터 지식과 능력의 상하관계

가 뒤집어진다. 예전과 달리, 무엇이든 부모들로부터 배우던 자녀들이 이제는 인터넷 전문가이자 스마트폰 

달인이 되어서 부모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한다. 부모들의 권한이 자녀들에게로 이동되는 특이한 시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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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다. 

이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배워야 한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달인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야 하며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앞으로는 수업시간에 휴 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휴 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실은 붕괴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미래체제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창조

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수업을 마치면 다시 나누어주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한때 장발을 규제하고 단속하다가 마침내 허용했을 뿐 아니라 지금은 누구나 그런 머리스타일

을 멋지게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스마프폰 사용을 오랫동안 규제할수록 교실은 더디 가고 학생들은 

부자유스러우며 교사는 상투적 수업에 머물게 된다. 진보적 교사나 교수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

는 새로운 수업방법을 개발해야 창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 탁월한 교사라면,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지식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내용을 동 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탈

근 의 방향에 따라 미래 문화를 창조하려면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 전통 속에 갈무리되어 있는 미래 문화

‘미래로 나아가는 탈근 ’와 ‘전통으로 돌아가는 탈근 ’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 같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서

로 일치한다. 왜냐하면 근 가 추구하는 가치가 전근 의 부정에서 시작했는데, 탈근 는 전근 를 부정한 

근 를 다시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근 의 부정의 부정으로 나아가는 탈근 는 사실상 전근 의 긍정

이다. 실제로 탈근 가 추구하는 감성주의, 문화주의, 생태주의, 탈물질주의는 사실상 전통사회에서 실현되었

던 가치이다. 그러므로 롤프 옌센(Rolf Jensen) 같은 덴마크의 미래학자는 미래사회를 ‘신화의 사회’ 또는 ‘이
야기의 사회’로 설정하고 드림 소사이어티를12) 표방한다. 

실제로 롤프 옌센은 미래를 콘텐츠웨어(contentsware)에서 휴먼웨어(humanware)의 시 로 간다고 전망

한다. 이러한 역사적 전망을 제 로 수립하려면 세기별 역사의 거시적 흐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직

접 겪고 있는 구체적 현실의 역사를 포착해야 한다. 현실문화는 이미 아날로그 시 에서 디지털 시 로 전환

되었으며, 디지털 시 도 가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현실의 디지털 문화는 세 가지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 

첫째는 하드웨어(hardware)로서 컴퓨터의 보급이다. 둘째는 소프트웨어(software)로서 인터넷의 설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는 콘텐츠웨어(contentsware)로서 소프트웨어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

12) 롤프 옌센 저, 서정환 역, Dream Society, 리드리드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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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식의 공유이다. 이 세 단계는 분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다. 처음에는 컴퓨터와 같

은 디지털 기기가 만들어져서 널리 보급되고, 이어서 디지털 정보를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 

깔리면서,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이 만들어지고 지구촌을 두루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공간

을 초월한 다양한 콘텐츠를 양방향으로 소통하게13) 되었다. 다음 단계에는 가상공간을 알차게 채우고 가상현

실을 창조하는 다양한 기법의 멀티미디어와 정보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웨어가 긴요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개인용 컴퓨터(PC) 업체인 IBM은 더 이상 컴퓨터를 제조하지 않는다.14) IBM과 함께 컴퓨

터 시장의 두 축을 이루었던 애플컴퓨터는 2007년에 회사이름에서 아예 ‘컴퓨터’를 떼어냈다. 2006년 매출의 

전반은 컴퓨터가 아닌 아이팟을 중심으로 한 음악사업이었다.15) 최근에는 아이폰을 개발하여 디지털 통신혁

명을 일으켰다. 세계 IT산업의 핵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Bill Gates)를 비롯해서 인텔의 창업자 

앤디 그로브(Andy Grove)도 회사를 떠났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산업 변화의 조짐과 미래의 방향이 보인다. IT 산업은 컴퓨터와 같은 딱딱한 하드웨어 

시 에서 컴퓨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주목받는 시 로, 다시 소프트웨어의 알맹이를 채우는 콘텐츠웨어

가 각광받는 시 로 나아왔는데, 미래는 콘텐츠웨어에서 마침내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휴먼웨어가 존중

받는 시 로 나아간다. 딱딱한 ‘기술’에서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감동’이 주목받는 이야기 사회로 가는 것이 

미래의 전망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정보사회의 웅들은 물러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

야기꾼들이 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물질상품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회사(storytelling company)들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며 선망의 상이 될 것으로16)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든 이야기와 결합되지 

않은 상품은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 소비자가 물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성장하여 물질상품의 수준이 비슷하게 되면 메이커나 브랜드보다 상품의 캐릭터를 선호하

게 되는데, 캐릭터는 그림산업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산업이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감동이 있어야 게임이 되고 

캐릭터가 살아나며 애니메이션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산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주장은 상식 수준이다. 상식을 한갓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머물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로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자원화하고 골똘하게 해석하는 조사연구 작업을 해

야 하는 것이 인문학문의 역할이다. 인문학문의 실천활동에 힘이 실리지 않은 것은 역사의식이 없고 미래사회

13) 1990년  중반에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보검색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누리망을 통해 문

자는 물론 동 상과 음성, 그래픽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텍스트가 양방향 소통을 하게 되었다.  

14) 하라 조지 지음, 김국진 옮김, 포스트컴퓨터 포스트아메리카, 뷰스, 2008.

15) 하라 조지 지음, 김국진 옮김, 위와 같은 곳.

16) Rolf Jensen, ‘From Information to Imagination: When Values Become More Important than Products, even in the 

Marketplace’, 문화다양성과 공동가치에 관한 국제포럼(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

년 9월 24-26일), 152-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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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보는 전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다. 당장 눈앞의 상품화에 급급해서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과 

역사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 의 변화 방향을 잘 읽고,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사회와 

문화를 바람직하게 전망하는 작업부터 다져서 구체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변화 방향이 곧 미래문화이고 

바람직한 전망이 미래 가치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읽지 못하면 현실에 매몰되고, 미래를 단선적으로 읽으면 형식논리에 빠진다. 낯설게 다가올 미래

와, 첨단 기술문명의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형식논리의 한계이자 직선적 역사의식의 편견이다. 미래에는 ‘다
가올 미래’와 ‘오래된 미래’, ‘낯선 미래’와 ‘익숙한 미래’가 함께 있다는 변증법적 인식에 이르러야, 단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순환적 역사관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와 오래된 미래가 더불어 현실문화

를 더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고 새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는 변증법적 역사철학 위에서 미래의 전망을 구상해야 

한다. 우리가 인문학문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적 전통을 새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명도 인문학문의 발상으로부터 비롯된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으면 과학기술도 창조적

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스마트폰은 모든 세 들이 선망하는 전자제품의 기능을 모두 모아서 집약해 놓은 기

기이기 때문에 요술방망이처럼 신통한 물건이다. 이제는 자판을 치지 않고 말만 걸어도 무엇이든지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옷 나와라 뚝딱!’ 하면 옷이 나오는 도깨비방망이 구실에 견주어 보면 아직 초보 수준이다. 

스마트폰보다 훨씬 진전된 문화적 상상력을 갖춘 물건이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방망이다. 그러므로 도

깨비방망이 이치를 잘 알아야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더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도깨비방망이는 스마트폰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엇이 나오라고 말을 걸면서 도깨비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이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은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터치’하여 건드리

는 것과 같다. 스마트폰의 해당 버튼을 누르거나 아이콘을 건드리고 말을 하면 실현되는 기능은 거의 도깨비

방망이 수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못 미친다. 왜냐하면 결코 실물자료를 불러오거나 제공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설화에 나오는 신이한 주술물은 도깨비방망이 외에도 화수분과 해인(海印) 등이 있다. 해인은 바다의 용왕

국에서 가져온 신통한 구슬인데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깨비방망이처럼 두드릴 필요

가 없고 더 휴  간편한 것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갤럭시기어’로 형태로 가거나 ‘구글

스마트안경’처럼 얼굴에 착용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더 작고 가벼워서 쉽게 착용할 뿐 아니라 

말만 해도 작동이 되는 것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장된 자료가 없으면 수시로 불러낼 수 없다. 따라서 저장 공간에 

가능한 많은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날로그와 달리 디지털 매체는 무한복제가 가능한 까닭에 

한번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고 얼마든지 복제해도 자료가 손상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한 

주술물이 ‘화수분’이다. 화수분에는 무엇이든 담아놓으면 계속 재생산해 주는 신통한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매체의 저장 공간은 화수분에 은유할 수 있을 만큼 신통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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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기술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설화적 상상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옛이야기의 창조적 상상

력은 현 과학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이든 스마트폰이든 문자나 음성, 상 자료만 저장 

가능하며, 불러내는 것도 모니터와 스피커에 의한 시청각 자료로만 가능하다. 출력은 프린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 마디로 오디오와 비디오 형태의 시청각 자료로 한정된 저장과 출력만 가능하다. 그런

데 화수분은 실물자료를 담으면 그 자체로 확  재생산된다. 쌀을 담으면 쌀이, 돈을 담으면 돈이 계속 복제되

어 생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용량이 큰 저장 기능이 필요 없다. 무엇이든 담기만 하면 실물이 계속 생산되는 

까닭이다. 

해인과 도깨비방망이는 더 신통하다. 저장한 자료가 없어도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물을 불러낼 수 있

다. 말만 하면 무엇이든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문명이 아무리 기발해도 설화적 상상력과 창조

력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화수분처럼 실물 저장과 복제를 추구하기 

전에, 시청각 수준을 넘어선 후각과 미각, 촉각 자료를 저장하고 불러낼 수 있는 기술부터 적극적으로 개척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문학문 가운데도 문화콘텐츠 구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문학이다. 문학이 문화적 창조력을 

주도할 뿐 아니라 시 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문학적 상상력은 ‘항상 기존체제의 규범과 질서에 도전하며 

현실과학의 수준과 기술을 크게 넘어선다. 어떤 사회체제도 문학이 형상화하고 있는 자유와 해방을 따라가지 

못하며, 어떤 과학도 문학 속의 발명과 첨단기술을 좇아가지 못한다.’ 특히 문학 속의 과학기술은 한 세기 이

상 앞서기 예사이다. 디지털기술도 문학에서는 옛날이야기이다. 인공위성을 만들기도 전에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를 자유롭게 탐험하는가 하면, 로봇을 발명하기 전에 이미 하늘을 나는 로봇이 등장하고 사이보그까지 

활약하는 것이 문학의 상상력이다. 문학적 상상력이 미래세계를 창조한다.

기술문명은 따라 잡을 수 있어도 역사적 전통은 따라잡을 수 없다. 기술문명이 발달할수록 기술력의 차이는 

쉽게 극복된다. 이제 어떤 첨단기술도 얼마 가지 않아서 세계가 공유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제조를 보면, 애플

에서 아이폰을 먼저 만들었지만 뒤늦게 시작한 삼성의 갤럭시가 따라잡았다. 기술제품 사용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세기 전에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휴 폰을 쓰는 사람은 전문직이나 특별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한정되었다. 남성 권력자들이 독점하던 컴퓨터나 휴 폰을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모두 쓰고 있다. 

스마트폰은 오히려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더 잘 사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쉽게 따라잡을 수 있지만, 문화적 전통의 역사는 그럴 수 없다. 실제 

역사를 살아가지 않는 한 그러한 전통은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

마을의 전통은 지금 어느 마을에서 모방한다고 하여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만한 역사적 삶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첨단기술보다 오랜 문화적 전통이 더 소중한 미래 가치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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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문화의 미래 가치와 문화되돌이 현상

전통은 ‘오래된 미래’이다.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가 인도 라다크 지역 사람들의 전통생활

을 현지조사하여 쓴 책의 제목이 오래된 미래이다.17) 라다크 사람들의 전통문화가 산업사회의 모순을 치유

할 수 있는 안문화로서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신화의 시 라고 규정한 미래학자 롤프 

옌센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호지와 옌센은 전통문화 연구자와 미래학자로서 서로 맞서지만 미래에 한 전망

은 모두 전통에서 찾는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형용모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전통은 과거의 것

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전통이 미래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전통의 계승을 

복고주의로 치부하는 사람도 전통이 미래문화의 안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통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미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전통이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속되면서 변화를 겪고 재창조되는 문화의 통시적 현상을 뜻한

다. 따라서 전통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면서 현재에도 있는 것인 동시에 미래에도 있게 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전통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현재의 것도 아니며 미래의 것도 아니다. 전통은 과거의 것이

자 현재의 것이며 미래의 것으로서 통시 적인 현상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전통은 ‘현재진행형’의 문화이다. 

현 문화보다 더 현 적인 것이자 미래적인 것이 전통문화이다. 왜냐하면 전통은 현재진행형의 통시적 문화

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쇠고 올해도 쇠며 내년에도 쇠게 될 한가위 명절은 삼국시  초기부터 쇠었던 전통명절이자 오늘

의 명절이며 미래의 명절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빼빼로데이’와 같은 당 의 풍속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전통민요인 아리랑은 과거의 것이자 현재의 것이며 미래의 것이다. 우리 민족이 존립하는 한 아리랑은 계속해

서 노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노래이다. 그러나 당 에 유행하는 중가요는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에도 역

사적 지속성은 없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서태지의 노래들이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래에도 아리랑

처럼 노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통문화가 미래 가치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전통문화가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가장 

바람직한 문화이며, 둘은 전통문화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래의 안문화인 까닭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의 문화는 미래의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로 되돌아가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근 문명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점차 그쪽을 선택하

는 경향이 조성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되돌이 현상’이라고 일컫는다.

문화되돌이 현상은 전통으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금 여기로 끌어와서 현 화하는 것이다. 다시 

17)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김종철 역,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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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현재문화를 과거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문화를 현재화하는 것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다. 따라

서 전통문화의 현 적 계승을 복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의 전통을 현재 문화의 자산으로 삼아 

미래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전통은 현재의 삶을 더 풍부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안문화이자 미래문화이다.  

구체적인 문화되돌이 현상을 주목해 보면, 전통이 오래된 미래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샘물

을 식수로 마시던 전통으로 되도아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식수로 우물물을 마시다가 외래문화의 향으로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서 다시 보리차를 마시게 되었다. 밥집과 찻집에서는 

음식과 차를 내오기 전에 으레 보리차부터 내놓았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에서는 물론 식당이든 찻집이든 모두 

생수를 마시고 있다. 물을 패트병에 넣어서 상품으로 거래하니까 단한 물 같은데 사실은 샘물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물물(샘물) → 수돗물 → 보리차 → 탄산음료 →생수(샘물)’로 되돌아온 것이다.

술도 전통주 막걸리가 훌륭한 건강주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고 막걸리 쪽으로 가고 있다. ‘막걸리→소주→맥

주→양주→와인→막걸리’로 회귀하고 있다. 음식도 밥에서 빵과 육식으로 갔다가 전통 생채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밥과 생채식에서 채식과 생선→ 면과 육식→빵과 가공식’으로 갔다가, 다시 밥과 생채식이 최고의 건강

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통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김치는 국제사회에서 음식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던 김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세계적 

건강식으로 우뚝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김치는 생채식 발효음식으로서 건강식이 지닌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

는 최고의 식품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2006년 미국 건강잡지 Health가 김치를 세계5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릇도 전통 그릇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예전 그릇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편리한 스텐레스 그릇과 플라스틱 

그릇이 상품화되면서 전통 식기들은 모두 버려졌는데, 최근에는 놋그릇과 사기그릇, 옹기가 건강한 그릇이라

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전통 놋그릇인 방자유기는 이제 예사 식기로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구하기 힘든 고급그릇이 되었다. 옹기도 숨 쉬는 발효식품 용기로 그 기능이 제 로 밝혀지면서 새삼스

레 주목받아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통 옷은 무명옷과 삼베옷 등 모두 자연섬유로 된 옷이었다. 그러나 포플린, 나일론 등 화학섬유가 개발되

면서 무명옷은 자취를 감추고 내의까지 화학섬유로 된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30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 내의는 물론 유아복, 그리고 외출복도 화학섬유보다 자연섬유가 더 건강한 옷감이라는 것이 밝혀져

서 너도나도 순면내의, 순면유아복, 순모 양복 등을 챙겨 입게 되었다. 

여행과 관광 문화도 전통적인 나그네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상업주의 여행 프로그램이 

일반화되면서, 너도나도 기차와 버스, 비행기를 타고 패키지 관광을 즐기게 되었다. 이제는 문화유산 답사에

서 나아가 아예 올레길과 둘레길을 오랜 시간 걸어서 여행하는 느린 관광과 걷기 여행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

다. 나그네 문화의 전통이 우리시 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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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통육아법의 가치가 서구사회에서 새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전통육아법

을 돌아보지 않고 멀리 했다. 모유를 먹이며 포 기로 업어 기르고 잠자리에서도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재우

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서구문화가 유입되자 그들의 육아법에 따라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보행기와 유모차

에 앉혀서 기르며, 잘 때는 요람에다 별도로 재웠다. 그 결과, 요즘은 아기를 업고 다니는 어머니를 보기 어려

울 만큼 서구식 육아법이 일반화되고 전통육아법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서 새로 제기된 ‘애착육아법’은 요람과 보행기, 유모차를 배격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재우며 포 기로 업어서 기르는 것이 최상의 육아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포 기로 아기를 업어 기르는 새로운 풍속이 조성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육아법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어머니들의 전통적 육아법이 바로 서구 교육학계에서 새로 연구

된 가장 바람직한 육아법으로서 ‘애착육아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애착육아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전통육아법인 것이다. 전통처럼 아이를 업어서 기르는 것이 아기의 정서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육아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젖병, 요람, 그네, 보행기, 유모차 등이 끼어드는 것은 매우 문명적인 현상 같으나 

사실은 비인간적이고 반생태학적 현상이다. 농약과 비료, 농기계, 제초제 등 편리한 약물과 기계들이 사람과 

농작물 사이에 끼어드는 현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삶은 반자본주의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반

문명적이지만, 인간생명과 지구생명을 함께 살리는 생태문화로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친자연적인 문화이

자 지속가능한 문화이다.

문화되돌이 현상을 보면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래이고 과학이며 지속 가능한 살 길이자 생태학적 삶이

다. 뒤떨어지고 한물갔고 부끄러운 재래문화로 간주되었던 전통이 지속가능한 미래문화이며 자연친화적 생태

문화라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서구문물이 최고의 신문화이자 첨단문명이라고 믿은 데

서 비롯된 착각일 따름이다. 우리가 토종을 다시 찾아나서고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전통의 가치를 제 로 발견하게 된 까닭이다.

왜냐하면 전통문화는 자연적인 것을 인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서로 등한 관계에

서 직접 관계를 맺는 공생문화일 뿐 아니라, 자연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생태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무

도 함부로 베지 않고 산도 함부로 자르지 않으며 물도 함부로 오염시키지 않는다. 자연을 정복의 상으로 

삼지 않고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등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생태학적 가치관 속에 형성된 것이 전통문화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는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생문화이자 생태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문화적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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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옛날이야기의 인문학적 미래 가치

인문학문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학문이다. 인간다운 삶의 실상은 윤리나 논리가 아니라 문화이다. 왜냐하면 

문화야말로 삶의 실천 양상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세기라는 사실을 학문으로 말하면 인문학문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인문학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문학자들은 인문학문의 

위기라고 한다. 

문화의 세기에 인문학문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한 모순이다. 왜냐하면 문화의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학문이 인문학문인데, 하필 문화의 세기에 인문학문이 위기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단한 당착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인문학문이 문화의 알맹이와 거리가 먼 학문을 한다는 말이다.18)

우리시 가 진정으로 문화의 세기라면 문화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인문학문은 더 드세게 살아나야 정

상이다. 문화의 세기를 달리 말하면 인문학문의 세기인 것이다. 그런데 인문학문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인문

학문 스스로 문화의 세기를 제 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거나 소외되어 있는 까닭이다.19) 산업화 

시 에서 정보화 시 로, 아날로그 시 에서 디지털 시 로 전환기를 맞이하여 급격한 시 변화에 능동적으

로 적응하지 못하는 진부한 인문학문은 살아남기 어렵다.20) 그러므로 인문학문은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학문활동을 해야 한다.

휴먼웨어의 시 가 미래이고 신화의 시 가 미래인 것처럼, 자연학문이나 사회학문이 아니라 이 두 학문을 

아우르는 인문학문이 미래 학문이다.  경제의 세기에는 사회학문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사회학문 가운데에도 

상품의 거래와 유통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학, 경 학, 무역학, 경제학 등이 사회학문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화의 세기에는 인문학문이 주류 학문 구실을 하게 마련이다. 실제로 사회에서는 인문학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교양으로서 수요와 함께 문화산업의 수요도 적지 않다.

그런 까닭에 미래문화는 옛날이야기와 함께 간다. 옛날이야기는 스토리산업의 중요 자원일 뿐 아니라, 환타

지소설과 캐릭터, 디지털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화 등 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

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옛날이야기를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이야기로 간주하던 시 는 지났다.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야말로 미래의 신기술과 창조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아이디어 뱅크이자 문화자원 창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첨단기술이 옛날이야기의 상상력을 허겁지겁 쫓아가느라 숨을 헐떡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최신 기술상품인 스마트폰은 사실상 도깨비방망이나 다름없다. 앱만 깔면 못하는 것이 없다. 전화기가 

단순히 불을 밝히는 손전등에서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로 둔갑하기도 한다. 전화번호부에서 화상통화, 

18)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1, 8쪽. 인문학문이 죽어간다는 것은 “인문학자들의 시 인식 결여와 문화

적 현실 적응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자, 우리 문화계가 아직 20 세기적 발상에 머물러 있는 현실의 반증”이다.

19) 임재해, 위의 책, 82-83쪽 참조.

20) 임재해, ｢인문학문의 현실인식과 한국 민속학의 새 방향｣, 韓國學論集 29, 啓明大學校 韓國學硏究院,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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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에서 캠코더, 위치 추적에서 네비게이션 기능까지 없는 것이 없다. 요즘은 말만 해도 스마트폰이 알아

서 작동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신기하기 짝이 없는 첨단 기기 같지만 사실 옛날이야기의 상상력에 견주어 

보면, 아직도 한참 뒤떨어진 기술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무엇이든 나오라고 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나오는 옛날이야기의 ‘도깨비방망이’에 크게 

못 미친다. 도깨비방망이는 충전할 필요도 없고 각종 어플을 깔 필요도 없다. 언제든지 말만 하면 무엇이든 

실물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은 작동하여 무엇을 요구해도 모니터나 스피커로 상자료나 음성자료만 제공한

다. 다시 말하면 정보와 지식만 제공할 뿐 우리가 원하는 실물자료는 결코 제공해 주지 않는다. 컴퓨터나 스마

트폰은 온라인에서 저장된 것만 불러올 수 있지만 도깨비방망이는 온 오프의 구분 없이 무엇이든 수시로 불러

올 수 있다. 스마트폰과 달리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생활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풍요와 모든 문화생활

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옛날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이면서 미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

야 미래산업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 

인문학문은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 학문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 문제에 의문을 제시하

고 합리화된 현실 체제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지금의 첨단기술은 시청각 자료만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다. 왜 후각 자료와 미각 및 촉각 자료는 저장하지 못 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져야, 이러한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다. 지금 후각 자료에 해당되는, 향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술은 최근에 

막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있는가21) 하면, 향기 저장디스크 특허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22) 

그럼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미래 사회는 어디에 있는가? 옛날이야기 속에 있다. 도깨비방망이 수준의 미래 

기술로 가려면 현재 기술은 아직 한참 멀었다. 옛날이야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생활의 이상들

이 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야기 속의 세계를 환타지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야 할 현실로 

인식해야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옛날이야기 속에는 바다 밑에 용왕국이 있고 땅 밑에는 지하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환타지의 세계로서 지상의 현실세계보다 더 쾌적하고 더 평화로운 세계이다.

지금 우리는 지하철과 지하역, 지하상가 등으로 지하세계의 초기 상태를 구축하고 있다. 바다 밑에도 해저

터널과 해저호텔이 지어졌을 뿐 해저도시는 아직도 구상 중에 있다. 해저도시나 지하마을이라 하면 낯설게 

여겨지지만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아주 익숙한 것이다. 옛이야기의 지하세계나 해저세계야말로 우리가 아직 

21) 김이랑, ｢美 13세 소년, 인류 최초 디지털 향기 저장 외장 하드 발명｣, 상상뉴스 2011년 4월 4일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3세 소년 브라이언은 2013년 1월 인류 최초로 디지털로 향기를 저장하는 외장 하드를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 다.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외장 하드의 버튼을 누르고 향이 나는 곳에 2초 이상 고 있으면 바로 저장이 된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향이 분사되는데 최소 10만번 이상 재생할 수 있어 반 구적이다. 브라이언은 이미 특허 취득까지 완료했는데, 세계 

여러 기업에서 제휴를 맺기 위한 교섭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http://www.ssnewss.com/ssnews_sub02.php? 

sec=&idx=643, 상상뉴스 편집부: 이 기사는 상상에 의해 작성된 허구의 기사입니다.) 

22) 특허청의 인터넷 기술공지에 따르면, LG전자주식회사에서 ‘향기 발산 장치 및 냄새 저장 디스크’를 발명하여 특허신청했다. 

“본 발명은 기억하고 싶은, 맡고 싶은 냄새가 저장된 디스크와 그 디스크에 빛(laser)를 조사하여 냄새를 적절히 발산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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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잡지 못하는 발전된 미래의 세계이자 상상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옛날이야기의 인문학적 가치야 말로 가

장 익숙한 미래의 가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 인문학문의 새 구상과 실천과제

이제 학문이 상아탑으로 은유되던 시 는 지났다. “ 학과 학문은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이 시 의 역사적 

상황을 알리는 시계탑이자,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감시탑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나라와 겨레

의 진로를 밝히는 조명탑 구실까지 감당해야 한다.”23) 역사의식과 만나는 학문은 ‘시계탑’ 구실을 하게 된다. 

지금의 시 상황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어느 시점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좌표를 보여주

는 것이 시계탑으로서 학문이다. 

현실인식과 만나는 학문은 ‘감시탑’이어야 한다. 현실사회 체제를 있는 그 로 쫓아가는 현실 합주의 또

는 현실 추수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인간해방의 관심에서 사회체제와 현실문화를 비판적 방법으로 분석

하고 그 잘못과 한계, 역기능 등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추적하여 들추어냄으로써 사회가 부패하고 문화가 타락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이 감시탑으로서 학문의 사명이다. 각 분과학문이 제각기 그러한 구실을 해야 

하지만, 인문학문은 인간해방을 겨냥하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길들이려 하거나 창조적 상상력을 통제하는 권력의 횡포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감시탑 구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만나는 통찰력의 학문은 ‘조명탑’ 구실까지 해야 한다. 역사의식에 따라 현실 세계

의 역사적 시점을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자명종’ 구실과, 현실인식에 따라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진단하여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경종’ 구실도 해야 하지만,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미래의 바람

직한 삶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밝은 전망을 제시하는 등  구실을 할 때, 비로소 조명탑의 학문에 이를 

수 있다.

조명탑의 학문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빛의 학문으로서 인류사회를 살려내는 구원의 종소리를 낼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므로 안 없는 사실의 객관적 분석이나 전망 없는 공허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 안을 

마련하여 창조적 전망을 실감나게 제시할 수 있을 때, 인문학문이 인류사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통찰력의 학문

이 될 것이다. 

통찰력의 학문은 철학이자 위로부터의 학문이다. 아래로부터의 학문은 민중의 삶을 다루는 학문이자 문화

를 다루는 학문이다. 고담준론의 전통 인문학문에 맞서서 실제 삶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의 길을 찾아 민중

의 생활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경전에서 서술해 놓은 도덕론이나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노르베리 

23)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방향의 재인식｣,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민속원, 2009, 15쪽. 다 음 각주부터 

쓴이의 논저를 전거로 들 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493

주제발표Ⅰ

호지의 오래된 미래처럼 민중의 실제 생활세계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길을 발견해내는 일이다. 지구촌의 

세계화 모델이 마을이었던 것처럼, 마을공동체에서 새로운 인문학문을 개척한다.

마을문화 연구는 고담준론의 철학이 아니라 예사 민중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일상생활의 삶과 슬기 속에서 

아래로부터 인문학적 가치를 건져 올려 ‘인문학문의 희망’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것은 곧 인문학문의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플라톤이나 세익스피어, 레비스트로스 등 유명학자들을 화려하게 끌어들여 그들의 텍

스트와 담론으로 엘리트주의 인문학문을 초인적 수준의 고전 지식과 성현들의 학식으로 수행해 온 기존의 강

단 인문학문 틀을 깨뜨려야 한다. “플라톤은 플라톤을 읽지 않았으며, 셰익스피어도 셰익스피어를 읽지 않았

다(사실 그는 플라톤도 읽지 않았다).”는24)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플라톤의 화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라 하더라도 플라톤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의식의 뿌리를 찾아나갈 수 있었다.”25) 
따라서 위 한 학자들의 지적 유산들을 기억하고 되살림으로써 자기 학문의 수준을 보장받으려는 타성에서 

해방되어야 인문학문이 생명력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적 지식과 텍스트를 배반해야 살 길이 

열린다. 죽은 공자 말씀을 주문처럼 하염없이 되뇌일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에 살아 있는 민중의 담론에 귀를 

기울이자는 말이다. 인문학문의 텍스트는 고전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으며 그 전문성은 고전에 한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예사 민중들의 슬기 속에 갈무리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커트 스펠마이어(Kurt Spellmeyer)는 텍스트와 전문성에 매몰된 인문학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 인문학이 사람들에게 실제 삶 너머를 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실제 삶 속에서 인문학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자들이 현실세계의 장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자면 인문학자들 스스로 연구

실 의자에서 일어나 눈길을 고전에서 삶의 현장으로 돌려야 하며, 서재와 도서관을 걸어나와 사람들의 모듬살

이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 그러한 구체적인 현장이 마을공동체이다. 새 인문학문이 지

향하는 ‘작은 세계’의 모듬살이 문화가 바로 ‘마을문화’이다. 그러므로 마을문화의 전통은 인문학문의 귀중한 

연구 상이자 실제 텍스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문정신은 민주적이고 등한 시각에서 사람과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면 부지런하지만 가

난한 이들, 착하지만 약한 이들, 순결하지만 못생긴 이들. 뜻이 높지만 불행한 이들, 올바르지만 낮은 이들, 

슬기롭지만 못 배운 이들, 의롭지만 소외된 이들 등 사회적 약자에 한 따뜻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 예술, 작가 문학, 철학자 철학, 지식인의 지식, 쓰여진 고전들만 인문학문의 상이라고 생각하면 새로

운 세기를 이끌어가는 학문적 전환은 기 하기 어렵다. 

‘낮은 사회’와 ‘작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민중의 공동체문화 속에서 인문학문의 구전텍스트를 찾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하는 예술과 문학, 철학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인문학문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 낮은 사회와 

24) 커트 스펠마이어 지음, 정연희 옮김, 인문학의 즐거움, Human & Books, 2008, 23쪽. 

25) 커트 스펠마이어 지음, 정연희 옮김,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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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세계가 바로 마을이다. 마을사람들은 시인이 아니라도 시를 쓰고, 가수가 아니라도 자기 노래를 부르며, 

춤꾼이 아니라도 자기 춤을 춘다. 음악가가 아니지만 자기 음악을 연주하고, 배우가 아니지만 연극을 하며, 

조각가가 아니지만 조각을 한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왜 시인만이 시를 써야 하고 소설가만이 소설을 써야 하는가. 왜 화가만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만이 조각

을 해야 하는가. 왜 배우만이 연극을 하고 춤꾼만이 춤을 추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가장 인문학문

다운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의 시만 시로 여기고 연구하게 되면 민중들의 민요 속에 갈무리된 시의 모습과 

시적 상상력은 결코 발견할 수 없다. 배우들만이 연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물면 민중들의 탈춤과 같은 

민속극은 연구 상에서 제외된다. 기록 텍스트만을 연구 상으로 여기면 구비문학과 구비철학의26) 길은 막

힌다. 

따라서 예술가만이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과, 철학자만이 철학을 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마을의 공동체문화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시인도 되고 조각가도 되며, 배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사 민중들이 곧 작가이자 예술가이며 문화창조의 주체들인 것이다. 마을문화 속에서는 

주민들이 말과 이야기로 생활철학을 하고 저마다 자기 예술활동과 문예창작을 한다. 따라서 마을문화를 골똘

하게 보면 인문학적 질문과 문제의식이 새로운 학문 지평을 열어준다는 예감이 온다. 그러므로 얼 쇼리스의 

귀중한 인문학적 실험이 거둔 성과인 ‘희망의 인문학’과 다른 길을 제시하며, 나는 마을문화를 연구 상으로 

‘인문학문의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마을에는 경찰관과 판검사가 전혀 없어도 치안이 유지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안면을 트고 이웃

사촌처럼 공동체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관서와 법조기관이 몰려 있는 도시에 도둑이 들끓고 흉

악한 범죄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마을에는 재벌도 없고 기업도 없다. 농업이나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이 부분이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 사유 재산은 인정하되 두레와 품앗이 등으로 일자리를 함께 공유하며 무엇이든 이웃과 

나누는 문화가 있는 까닭에 빈부 차가 극심하지 않으며 아사자는 물론 걸인들도 없다. 오히려 재벌과 기업이 

몰려 있는 도시에는 걸인들이 많을 뿐 아니라 굶어죽는 사람까지 발생한다. 

마을에는 빌딩도 없고 아파트도 없다. 소박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하지만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없다. 자력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는 토담집이지만 도둑집이라

도 지어서 제각기 자기 집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층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도시

사회일수록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 샛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새로 노숙자들도 생겨난다.   

마을은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이다. 시골의 농업은 1차 산업이자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이다. 그러

나 도시의 공업과 서비스업은 2, 3차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는 높지만 지속 불가능한 산업이다. 끊임없이 자연 

26) 조동일, 철학사와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 지식산업사, 2000, 61-69쪽에서 구비철학을 제기하고, ｢구비문학과 구비철학

｣,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006, 183-209쪽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상으로 구비철학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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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까닭에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 

사회의 끝은 어디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마을

문화를 상으로 새 인문학문을 구상한다.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은 민중을 상으로 인문학문을 가르치는 교사적 활동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

만, ‘인문학문의 희망’은 민중을 상으로 그들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이치를 밝혀 본받으려고 

하는 학자적 활동을 겨냥한다. ‘희망의 인문학’이 인문학문으로 도시민중을 구제하려고 시혜적 교육활동을 하

는 반면에, ‘인문학문의 희망’은 농촌민중들이 일구어 놓은 공동체문화를 바람직한 삶의 안문화로 제시하여 

위기에 빠진 인문학문을 구원받으려는 자구적(自救的) 학술활동을 하는 것이다. 

‘희망의 인문학문’이 도시빈민을 인문학 강의로 일으켜 세운 기능으로서 교육 인문학문이라면, ‘문화주권 

인문학문’은 시골 주민들의 공동체문화를 연구하여 인간다운 삶의 길을 찾아내는 연구 인문학문이라 할 수 

있다. ‘희망의 인문학문’이 이미 있는 인문학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실을 한다면, ‘문화주권 인문

학문’은 새로운 인문학 내용을 발견하고 제시하여 현실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문학문을 창조적으로 구상할 

뿐 아니라, 그것에 기초한 안문화를 새롭게 수립하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문화주권 인문학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조의 주체이자 문화생산 주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

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이자 인간해방의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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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학과 중국정의론 - 본인의 유학연구를 시작으로1)

황위순 (黃玉順 - 중국 산동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

요약

필자의 유학(儒學)연구 취지는 공자(孔子)가 제시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이며 2천 년 동안 형성된 ‘형상(形
上) - 형하(形下)’의 형이상학적 사유모델을 수단으로 공맹(孔孟)이 제시했던, 사람들에게 한때 잊혔던 ‘존재’ 
또는 ‘생활’의 사상관점을 다시 제시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바로 ‘생활유학(生活儒學)’이다. 생활유학에는 인

류 또는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 관념단계가 포함된다. 즉, ‘존재 또는 생활 → 형이상존

재자 → 형이하존재자’ 혹은 ‘생활의 깨달음 → 형이상학 → 형이하학’이다. 생활 또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구현

하는 것이 바로 인애(仁愛)의 감정이다. 그리고 형이하학은 지식론과 윤리론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후자를 생활유학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바로 필자가 최근 다시 세우고 있는 ‘중국정의론(中國正義論)’으로 기

본이론 구조는 ‘인(仁) → 이(利) → 지(知) → 의(義) → 지(智) → 예(禮) → 악(樂)’ 또는 ‘인애감정 → 이익문

제 → 양지지혜(良知智慧) 또는 정의감 → 정의원칙 → 이지(理智) 또는 도구적 이성 → 예제(禮制) 또는 사회

규범과 제도 → 사회조화[和諧]’이다.

핵심어: 생활유학; 존재; 생활; 감정; 중국정의론

최근 필자는 생활유학 연구에 전력하면서 지금까지 4권의 저서를 출간했고 다섯 번째 저서도 출판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첫 번째 저서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과거를 종합한다는 것은 필자가 중국고전문학⋅문헌 연구자에서 벗어나 중국철학 연구자로 바뀌어 마지막

에는 유자(儒者)에 어떻게 이르는가를 말한다. 또한, 유가(儒家)⋅유학 연구자에서 탈피해 생활 연구자가 되어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생활유학 사상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말한다.’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필자가 자신의 생활유학을 계속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바꿔 말하면 이는 사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활 자체에 이르는 것이다.’2)

1) 출처 <선전 학학보(深圳大學學報)> 2014년 제1호.

2) 황위순, <생활 속의 유학[面向生活本身的儒學]―황위순 ‘생활유학’ 자선집(自選集)>, 쓰촨 학출판사(四川大學出版社) 2006

판,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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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 연구 이유

필자의 유학 연구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1980년 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공자의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
則殆(<논어 위정편>)’을 바탕으로 필자는 ‘1980년 는 思而不學이고 1990년 는 學而不思’라고 생각했다. 

1980년 의 ‘思而不學’은 배운 것이 있으나 서양의 것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소위 ‘사상’이 넘쳐난다고 

착각하고 실상 흉내 내기 급급했던 것을 말한다. 또한, 배운 것이 없음은 서양의 것만 배우고 중국의 학문은 

잊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5⋅4운동의 ‘두 가지 전부(전부 반 전통, 전부 서양화)’를 따라 한 것과 같다. 1990년

의 ‘學而不思’는 반 로 국학(國學) 열풍을 가리키며, 리쩌허우(李澤厚) 선생은 이를 ‘사상가는 없고 학문가

만 있다’라고 언급했다. 필자 역시 1980년 에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로서 생에 처음 쓴 논문이 바로 정론적인 

<민주적 법치와 전제적 법치>3) 고 1990년 에는 학자로서 고전문학, 고 문헌, 문자훈고학 분야에 뛰어들

어 생에 처음으로 낸 저서가 바로 문헌학 의미상의 <역경고가고석(易經古歌考釋)>4)이었다.

2000년  들어 중국 학계에는 사상을 다루는 이는 착실하게 국학을 배우고 학문을 하는 이는 진지하게 사

상을 탐구하는 변화가 발생했다. 물론 1980년 부터 20년은 일종의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10년 유학

계에는 ‘유학부흥운동’이 점차 일어나고 표학자들이 나타나서 학파를 이루고 유학전통학술을 바탕으로 현

유학의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정립하며 당  유가 사상이론의 관점으로 유학의 학술전통⋅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1900년 의 ‘현 신유학’과 비되는 ‘ 륙신유학’이라 칭한다. 필자가 생활유학 사상을 

연구한 것도 최근 10년의 일이다. 하지만 이전 20년간의 준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필자는 중국사

회과학원 멍페이위안(蒙培元) 선생 밑에서 유학을 배우면서 변화했기 때문이다. (1997년∼2000년)

이상의 변화는 외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러한 변화 속에는 초지일관의 내재적 정신이 있다. ‘5⋅4운

동’ 시기의 자유파, 동양문학파, 유물사관파는 각자의 의견을 가졌으나,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즉, 이 모든 학파가 ‘중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하여 연구하 다5). 바로 ‘일치이백려(一
致而百慮)’인 것이다. 개혁개방시기에도 마찬가지 다. 90년 의 학문가라 할지라도 ‘중국의 운명’을 잊지 않

았다. 다만 일부 정치적인 이유로 비로소 국학 연구에 전념한 것이다.

필자 역시 ‘학자’라고 불렸지만, ‘학문가’가 되려고 한 바는 없었다. ‘학자’를 이야기하려면 어떤 의미의 ‘학

3) 황위순, <민주적 법치와 전제적 법치[民主的法治和專制的法治]>, 1988년 4월 18일, <쓰촨법제보(四川法制報)>.

4) 황위순, <역경고가고석(易經古歌考釋)>, 파촉서사(巴蜀書社) 1995년판.

5) 황위순, <5⋅4의 자유이념[五四的自由理念]>, <중국의 자유정신[中國之自由精神]>, 쓰촨인민출판사(四川人民出版社) 2000년

판,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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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지를 봐야 한다. 공자는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논어 헌문 편>’이라 하 는데 소위 ‘爲人’이란 다른 

이를 위하여 다른 이를 연구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의 두 차원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다른 이를 위하여 

연구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체제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여러 평가위원에

게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이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 생활과 무관한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철학사, 사상사에 관하여 상화, 지식화하는 객관적인 연구를 말한다. 필자는 ‘風乍起, 吹皺一池春水, 干卿何
事’의 전고(典故)를 항상 떠올린다. 오늘날 학자는 부분 이와 같은 ‘위인’의 학자이다. 그러나 공자가 말한 

‘위기(爲己)’는 전혀 다르다. 즉, 자신의 ― 현재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이 바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이며 필자가 생활유학을 연구하는 취지이다.

2. 유학 연구 방법

‘위기지학’의 연구가 다른 이를, 철학사와 사상사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핵심은 ‘어떻게 

연구하는가?’이다. 즉,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서 ‘어떠한 관념과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할 것인가’의 관념⋅사상

관점의 문제이다. 상화와 지식화하는 객관적 연구는 ‘나는 연구의 주체이며 유학은 내 연구의 객관적 상이

다’가 관념적 전제이다. 이는 분명 ‘주체 ― 객체’ 관념의 틀 위에 형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전통의 형이상학적 

사유 방식이다. 이 사유방식은 ‘내가 상의 객관적 실재성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상의 객관적 실재성

을 확증하더라도 나의 주관적 의식을 일부 구간에 어떻게 적용하여 객관적 상을 파악할 수 있을까?’와 같은 

‘인식론 딜레마’를 극복할 수 없다.

이 적용과 파악문제를 후설(Edmund Husserl)은 ‘적중(treffen)’ 문제로 정의한다.6) 사실 전통 철학의 형이

상학이 ‘형이상’의 객관적 실재성을 확증⋅적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도 역시 ‘형이하’의 객관적 

실재성을 확증⋅적중할 수 없다. 따라서 일류 과학자인 마흐(Mach)는 ‘내가 연구하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천체(天體)가 아니며 감각의 복합체에 불과하다’고 했다7). 하지만 마흐의 철저한 경험주의 철학도 많은 딜레

마에 직면한다. 사실 과학과 종교 신앙은 증명할 수도, 실증할 수도 없는 근본적 전제(presupposition), 즉 

존재의 전제라는 근본적인 일치점이 있다8). 이러한 전제를 콰인(W. V. Quine)은 ‘본체론승낙’이라 언급했

다9). 사실 이는 일종의 신념 또는 신앙(belief)이다. 문제는 만약 전 인류의 관념과 지식이 모두 존재자의 존재

6) Edmund Husserl, <현상학적 관념>, 니량캉(倪梁康) 역, 상하이역문출판사(上海譯文出版社) 1986년판.

7) Ernst Mach, <감각의 분석[感覺的分析]>, 훙첸(洪謙) 외 역,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1975년 판.

8) 참조: Hadumod Bussmann <언어와 언어학 사전(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English edition ⓒ Routledg 

1996>의 ‘전제(presupposition)'. George Yule <어용학(Pragmatics. Oxford Introduction to Language Stud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제4장 ‘전제와 함의’(Chapter 4. Presupposition and Entailment).

9) W. V. Quine, <논리적 관점에서 보기[從邏輯的觀點看]>, 장톈지(江天驥) 외 역, 상하이역문출판사, 1987년 판, 제1장 ‘논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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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전제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 신념 자체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후설은 이 심오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소위 ‘순수의식’ 정도로만 결론을 내렸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생존현상학은 ‘존재(sein)’가 아닌 ‘현존재(dasein)’라는 특수한 ‘존재자

(Seiendes)’에 기반을 두었다. 따라서 ‘존재’는 오히려 ‘존재자’가 제시한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존재

자(das Seiende)’는 일종의 ‘형이상자’가 된 것 같다10). 문제는 ‘현존재 자체가 어떻게 가능할까?’이며 버려진 

개념도 이 문제를 밝힐 수 없고 오히려 위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필자는 공맹(孔孟)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바로 필자가 유학을 선택한 이유이자 필자의 

유학 연구 ‘방법론’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맹’은 정주(程朱)와 육왕(陸王)이 주장하는 ‘공맹’도, 현

신유가(現代新儒家)에서 주장하는 ‘공맹’도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맹은 순수한 형이상학자인 듯하며 

역시 상술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생각하는 공맹의 사상적 관점은 형이상학적이지 않다. 즉 

경험론도, 선험론도 아니며 소위 ‘생존론’도 아니다. 공맹의 사상은 물론 앞서 말한 이론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

며 형이상학 차원과 형이하학 차원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구조⋅요소는 모두 더욱 본질적인 관점

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본질적 관점을 생활유학이 가장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점은 해석학의 문제와 관련된다. 가다머(H.G Gadamer), 심지어 하이데거의 해석학 사상까지 모두 결함

이 있다. 맹자는 매우 철저한 해석학 관념을 가지고 있다. 즉 ‘知人論世’에서 ‘論世’ 하여야만 ‘知人’ 할 수 있

고, 이렇게 한 후에야 ‘讀其書’ 하고 ‘誦其詩’ 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간단히 말해, 만약 모든 지식론과 가치론 

문제가 ‘주 ― 객’의 틀에 기반을 둔다면 우리는 ‘주 ― 객의 틀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주체의 관념이 어떻게 

가능한지, 객체 상의 관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따져보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경전을 읽는다’에서 

우리는 먼저 ‘나’가 주체로서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경전’이 상으로서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먼저 물어봐

야 한다. 이처럼 하면 본질적인 관점은 ‘我注六經’도 ‘六經注我’도 아닌 ‘注生我經’이 된다. 즉, ‘경전’과 ‘나’가 

모두 ‘주석’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석’은 ‘사물’이나 존재자가 아닌 ‘일’, 존재와 같은 생활방식이

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생활에 속하는 일이다. 생활의 실제 모습은 역사, 전통, 경전 등과 같이 모두 현재 생활 

가운데 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표현에도 결함이 존재하고 상술한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

은 현재 생활이 제시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맞다.

존재(論何物存在)’, p. 8.
10) 황위순, <형이상학의 기초문제: 유학의 관점 가운데 하이데거와 하이데거가 해석한 칸트철학[形而上學的奠基問題: 儒學視域

中的海德格爾及其所解釋的康德哲學]>, <쓰촨 학학보>, 2004년 제2호; 인민  복사 자료 <외국철학>, 2004년 제5호 전문 

게재.

11) 황위순, <주생아경(注生我經): 본문의 이해와 해성의 생활 연원을 논하다[論文本的理解與解釋的生活淵源]. ―맹자의 ‘논세지

인’ 사상 해석[孟子“論世知人”思想闡釋]>, <중국사회과학원연구생원학보(中國社會科學院硏究生院學報)>, 2008년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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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활’의 관념으로 들어간다. 즉, 모든 것이 생활로부터 제시되었다고 가정한

다면 모든 것이 ‘사물’일 때 생활은 ‘일’이 되며, 모든 것이 ‘有’ 할 때 생활은 ‘無’ 하다는 것이다. ‘無’는 불

교학에서 말하는 ‘空’이 아니며 ‘생활은 존재자가 아닌 존재이며 생활이 곧 존재이고 존재가 곧 생활이다’를 

의미한다.

이 관념은 생활유학의 근본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이다. 특히 필자가 ‘존재’를 언급할 때 많은 

학자는 ‘이는 현상학 개념을 빌려 중국철학을 논한 것에 불과하다’의 반응을 보 다. 하지만 ‘존재’가 어찌 서

양만의 개념이겠는가? 예를 들어 <예기 중니연거(仲尼燕居)>에는 ‘禮猶有九焉, 大饗有四言, ……如此, 而后君
子知仁焉’이라 하 고 당나라의 공 달(孔穎達)은 ‘仁猶存也. 君子見上大饗四焉, 知禮樂所存在也.’라고 소(疏)

를 달았다. 또한, 청나라 필원(畢沅)의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송휘종정화원년(宋徽宗政和元年)>에는 “辛
巳, 詔: ‘陳瓘自選<尊堯集>, 語言無緖, 幷系詆誣, 合行毁棄; 仍勒停, 宋台州羈管, 令本州當職官常切覺察, 不得
放出州城, 月具存在申尙書省’”이라 기록되었다. 이 조서는 송  원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나라 고이록(顧詒
祿)의 <만정방(滿庭芳) 작약(芍約)>에는 ‘卄載音塵如夢, 風流散, 半沒荒煙, 空存在, 靑袍未換, 霜鬢杜樊川.’이
라 하 다.

따라서 우리는 ‘중서(中西)’의 문제도 다뤄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에 하여 본격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

다12). 서양 학문에 하여 중국 학계는 다음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서양 학문의 

무조건적 수용이다. 다른 하나는 서양 학문의 완전한 배척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서양’의 담론과 

개념으로 ‘중국’의 것 다루기를 반 한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 같은 이 두 가지 입장에도 다음과 같은 공통

의 관념배경과 사상방법이 있다. 바로 순수한 ‘서양’의, 또는 순수한 ‘중국’의 담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다. 사실 이는 불가능하며 허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중국 고유의 단어인 ‘존재’를 서양의 'Sein' 또는 ‘being'
로 번역한다고 해서 현 중국어의 ‘존재’라는 말이 순수한 서양의 것이나 순수한 중국의 것이 되는가? 모두 

아니다. 현 중국어의 ‘존재’는 현 중국인의 현 적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관념으로 소위 ‘서양철학’을 포함

하거나 제시할 뿐만 아니라 ‘중국철학’도 포함하거나 제시한다(따라서 필자는 여러 논문에서 중국 전통의 ‘존’
과 ‘재’ 관념에 관한 본질적 의미를 상세히 고증하 음). 우리는 ‘중국인’의 현재 생활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의 현재 생활에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우리는 ‘함께 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사상적 의미이다. 따라서 ‘중 ― 서’라는 비되는 관념은 현존하는 두 가지의 존재자로서 역시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비롯되었다.

12) 황위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생존[我們的語言與我們的生存]―소위 현 중국인의 ‘실어설’에 한 반박[駁所謂“現代中國人
‘失語’說]>, <남경사범 학문학원학보>, 2004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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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의 답은 분명해졌다. 소위 ‘유학연구’가 경전 탐독에 불과

하지 않고 유학에 하여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라면 이 ‘언급’은 순수한 서양의 담론도, 순수한 중국의 담론도 

아닐 것이다. 현 어가 ‘순수 어’가 아니듯 현 중국어도 ‘순수 중국어’가 아니다. 더욱이 경전 탐독만 한

다 하더라도 이 경전은 객관적이거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전’이며 이 ‘우리 모두’는 현재 생

활방식에서 생겨났다.

물론 혹자는 필자에게 ‘이렇게 연구한 것이 유학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사실 이미 이를 제기

한 사람이 있고 더구나 송명이학(宋明理學)에 해서도 ‘송명이학이 유학인가?’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한

다. 혹자는 송명이학이 선학(禪學)이고 또 다른 혹자는 도학(道學, 도가학설)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선

종불교학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는 문제 제기자가 ‘유학은 이미 존재

하는 하나의 완성된 것’으로 여기는 관념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사실 유학 자체도 현재 생활에서 비롯되었으므

로 유학이 ‘日日新, 又日新’ 할 수 있고 왕권시 의 유학형태[예: 주공(周公)], 전환기 시  혹은 초기시 의 

유학형태[예: 공맹순(孔孟荀)], 황권(皇權)시 의 유학형태[예: 한학(漢學), 송학(宋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권시 의 유학형태(예: 현 신유학, 당 유학)도 존재한다. 필자는 ‘인애로써 모든 현상을 해석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모두 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만 유학과 생활유학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다.

3. 생활유학

생활유학은 ‘유학과 중국의 운명, 나아가 유학과 현  인류의 운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13). ‘유학

의 운명과 중국의 운명, 나아가 현  인류의 운명이 관계가 있을까?’에 하여 우리는 엄정하게 고찰해야 한

다. 1900년 의 ‘현 신유학’과 2000년 의 ‘유학부흥운동’은 이미 확실한 답을 제시했다. 따라서 문제는 ‘어
떠한 관계가 있는가?’이며 필자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바가 있다14). 유학부흥에는 다음의 몇 가지 노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전통주의[원교지주의(原敎旨主義)], 둘째는 현 주의(現代主義, 현 신유학), 셋째

는 당 주의(當代主義) 혹은 현재주의이다. 전통주의 또는 원교지주의는 이론적 딜레마에 빠져서 현실에 적용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현 주의 역시 전통적인 형이상학으로 ‘이론은 뛰어나나 실제로 적용

13) 황위순, <유학과 중국의 운명 ― 5⋅4운동 90주년을 기념하며[儒學與中國之命運――紀念五四運動90周年]>, <학술계> 2009

년 제3호.

14) 황위순, <유학부흥의 두 노선과 초월 ― 유가당 주의에 한 몇 가지 생각[儒學復興的兩條路線及其超越――儒家當代主義的
若干思考]>, <서남민족 학학보> 2009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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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론적 근거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현실 적용까지 가능한 것은 오직 

당 주의, 현재주의 유학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사상 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우리는 생활 속의 각종 현상을 해석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각종 문제가 존재하는 각종 현상은 소위 ‘형이하자(形而下者)’ 또는 ‘만물(萬物)’이라고 하며 

이는 ‘많음’이다. 그리고 전통철학의 방법은 ‘형이하자’ 이면에 숨겨진 하나의 ‘형이상자(形而上者)’ 또는 ‘제
(帝)’, ‘천(天)’, ‘도(道)’, ‘이(理)’를 찾는 것으로 이는 ‘하나’이다15). 이것이 ‘형이상자’ → ‘형이하자’의 사유모

델을 형성한다. 중국과 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철학과 종교철학은 모두 이러한 사유모델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축의 시 ’에 구축하기 시작한 기본관념 모델이다. 하지만 ‘형이상자’를 두고 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 1900년  이후의 사상은 ‘전(前) 축의시 ’와 ‘축의 시 ’의 주요 사상가[예: 

공맹노장(孔孟老莊)]의 다음과 같은 근본관념을 재발견하 다. 즉 “‘만물’이 ‘사물’이고 도라는 것도 역시 사물

이면(<노자 제21장>) 사물은 어찌 가능한 것인가”이다. 질문 방법을 바꿔보면, 유일한 절  존재자인 ‘형이상

자’가 상 적으로 많은 존재자인 ‘형이학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존재자라면 존재자의 관념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이 질문은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다. 바로 ‘존재’다. 무릇 존재자는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존재는 

존재자도 사물이나 유(有)도 아니다. 그렇다면 존재는 바로 무(無)이다.

따라서 필자는 <노자>의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제40장)를 항상 인용한다. 이 문장의 기본 관념구조는 

‘무 → 유 → 만물’이다. <노자>에는 ‘始 → 母 → 子 또는 衆甫’의 표현도 있다. 이는 객관적인 우주 형성 과정

이 아닌 관념 차원의 구현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자>에서 무, 유, 만물은 모두 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사실 이 기본구조는 바로 유가와 도가의 공통 기본 관념인 천도[天道, 즉무즉유(卽無卽有)] 

→ 덕성[德性, 인성물리(人性物理)]이다. 유가와 도가의 근본적 차이는 도가는 천지불인[天地不仁, <노자>(제

5장)]이라하고 유가는 반 로 무 또는 존재가 바로 인애의 감정이라 하는 것이다(요즘 흔히 말하는 유, 도의 

차이는 한나라 유학의 관념구조에 불과함). 유학의 ‘인애’는 다음의 다양한 용법이 있다. 첫째, 형이하자의 윤

리원칙일 때도 있고 형이상자의 우주본체일 때도 있다. 둘째, 본질적인 감정일 때가 있는데 무, 존재, 생활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도’와 비슷하며 ‘인애’가 관념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생활’은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생활’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도 꼭 알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눈에 보이는 

생활양식 ― 생활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가령, ‘생활’의 관념이 없어서 ‘우리의 생활’과 ‘그들의 생활’이 

구분된다면 <조론(肇論)>의 ‘昔不至今’처럼 전통유학은 오늘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우리 또한 

15) ‘천’과 ‘도’는 더 본질적인 관념과 해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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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칸트가 추론한 ‘물자체’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물자체’는 일종의 ‘형이상

자’이고 일종의 존재자인데 반해 생활은 존재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생활유학은 다음과 같은 인류의 가능한 관념 기본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관념의 생성 순서: 존재 → 형이하존재자 → 형이상존재자

관념의 기본 모델: 존재 → 형이상존재자 → 형이하존재자

생활유학은 위의 기본구조를 재전개하며 이를 통해서만 유학이 현재 생활에 제 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활유학은 우선 공맹 이후 전통유학의 형이상학을 제거한 후 공맹 유학의 본질적 관념으로 회귀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학을 재건하 다. 이는 본질적 차원, 형상 차원, 형하 차원의 재구축을 포함하는 방 한 체계

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그 가운데 핵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생활유학이 ‘형이상자’를 재형성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매우 복잡한 문제다. 형이상자 문제는 사

실 주체성 문제이며 이 점에서 필자는 헤겔의 ‘실체가 곧 주체다’16)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전통 형이상학

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상 적 주체성을 갖춘 후에야 절  실체와 본체가 절 적 주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절 적 주체성은 사실상 상 적 주체성의 추상적인 것일 뿐이다. 지금의 상 적 주체성은 바로 공민

(公民) 인격이며 민권시 의 유학 형태에서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바로 공민 인격 문제이다. 따라서 공민 

인격에 철학의 추상적인 것을 결합하면 일종의 형이상자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중국정의론(中國正義論)’의 이론 구조에는 아직 형이상자의 위치를 설정하지 못했다. 혹자는 

이점을 이미 알고 ‘생활유학 가운데 불완전한 형이상학이 기초를 다진 정의론 윤리학이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

지’의 문제를 필자에게 제기했다.

4. 중국정의론

중국정의론은 형이하학 차원의 윤리학 범주에 속한다. 형이하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본 역으로 나뉜

다. 첫째, 자연계에 관한 지식론으로 과학적 기초를 마련한다. <역경>의 ‘天文’이다. 둘째, 사회계에 관한 윤리

학(광의)으로 도덕, 규범, 제도의 기초를 다진다. <역경>의 ‘人文’이다. 생활유학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현재 

16)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정신현상학>, 허린(賀麟), 왕지우싱(王玖興) 역, 상무인서관 1979년판,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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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교육부 프로젝트, 국가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정의론’에 관한 것으로 광의의 윤리학 범

주에 속하며 유학을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정의론’은 정의문제에 관한 중국이론(Chinese theory of justice)으로 특히 유가이론을 말한다. 다양

한 관점에서 보면 유학은 ‘인학(仁學)’, ‘예학(禮學)’ 또는 ‘의학(義學)’으로 불린다. ‘의학’ 또는 ‘정의론’ 프로젝

트는 인류사회의 규범 형성과 제도 배치(약칭 ‘제도⋅규범’)문제와 관련있다. 이는 상화, 지식화의 유학사

(儒學史) 연구가 아닌 현재화된 유학 이치 구조의 재구성이다.

먼저 “유가의 ‘의’와 서양의 ‘justice(정의)’가 서로 응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세 가지로 이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규범이 형성된 근거가 정의원칙이라면 모든 인류사회는 반드시 제도⋅규

범을 갖추기 마련이며, 따라서 정의 관념도 존재하고 중국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다. 둘째, 이러한 정의 관념

은 중국철학에서 ‘의’, ‘정의’로 정의(定義)한다. 순자는 “‘正義而爲謂之行’ <정명(正名)>, ‘<전(傳)>에서 이르길 

從道不從君이라 하 으니 故正義之臣設, 則朝廷不頗.’<신도(臣道)>”라고 하 다. 셋째, 중국어의 ‘의’ 또는 ‘정
의’와 어의 ‘justice' 사이에는 서로 응하면서 비동등성의 관계가 성립한다. 필자는 다음의 내용을 다룬 

바가 있다. 즉, 응성과 비동등성은 모든 두 가지 관념 사이의, 두 가지 민족언어 사이의 보편적인 관계다. 

응성은 양자의 효율적인 교류를 보장하고 비동등성은 양자의 비교가치를 보장한다17). 이 관계가 형성될 때

야만 우리는 중국어의 ‘의’ 또는 ‘정의’를 어의 ‘justice'로 번역할 수 있고 이로써 양자가 서로 이해, 교류, 

비교할 수 있게 된다18).

제도⋅규범을 유학은 ‘예(禮)’라고 정의한다. 예는 본래 제사의 표면적 현상에 불과했다. 당시 사회의 생활

방식은 ‘國之大事在祀與戎’<좌전 성공(成公)13년>, ‘祀, 國之大事也, 而逆之, 可謂禮乎’<좌전 문공(文公)2년> 

등이었다. 따라서 당시 모든 국가의 제도⋅규범은 제사의 예의(禮儀)로 구현됐다. 후에 쓰인 <주례> 역시 제도

⋅규범을 정리한 책으로 ‘예’라고도 이른다. 따라서 광의의 ‘예’는 모든 제도⋅규범을 가리킨다. 예에는 세 가

지 차원이 있다. 첫째, 예제(禮制, 제도⋅규범 자체), 둘째, 예의(禮儀, 제도⋅규범의 표현 형식), 셋째, 예의

(禮義, 제도⋅규범 형성의 근거가 되는 정의원칙)이다.

또한, 유자 가운데 원교지주의자와 반유학인은 모두 예를 유학의 본질로 아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점은 

오늘날 ‘아동경전읽기운동’의 한 가지 심각한 오류와도 관련된다. 바로 전근 적 생활방식의 제도⋅규범을 현

인의 생활규범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예에 한 공자의 관점 가운데 ‘克己
復禮(<논어 안연편>)’만 받아들이고 ‘禮有損益(<위정편>)’은 간과하고 있다. 사실 공자는 모든 제도⋅규범은 

17) 황위순, <사랑과 생각 ― 생활유학의 관념[愛與思――生活儒學的觀念]>, 쓰촨 학출판사 2006년판, 제1장 제1절.

18) 황위순, <중국정의론강요(中國正義論綱要)>, <쓰촨 학학보> 2009년 제5호; 인민 복사자료, <윤리학> 2010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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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역사적으로 변하며 이러한 변화의 근거는 정의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義以爲質, 禮以行之(<위령

공편>)’라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 → 예’의 기본관계 사상 구조를 형성하 다. 따라서 오늘날의 유학부흥

은 근본적으로 유가가 역사적으로 이미 구축한 구체적인 제도⋅규범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규

범 성립의 근거가 된 정의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중국정의론에서 예 또는 제도⋅규범의 성립 근거인 정의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당성 원칙(공

정성 준칙, 공평성 준칙 포함), 둘째는 적절성 원칙[적시성 준칙, 적지성(適地性) 준칙 포함)이다. 이러한 문제

에 하여 필자는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상세하게 분석한 바가 있다. 따라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논하고 싶은 것은 다음의 내용이다.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은 정의원칙 두 가지를 제시하지만19), 필자

는 롤스가 어떠한 정의원칙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롤스의 정의원칙은 일종의 원초계약20)

으로서 계약은 제도⋅규범일 뿐이지 제도⋅규범의 근거인 정의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원칙은 사실 물질로 존재(material)하는 것이 아닌 형식(formal)으로 의식되어지고 이성적으로 표현되

어진, 일종의 생활방식 안의 공통의 정의감이다. 이런 정의감을 맹자는 ‘養氣’를 논할 때 ‘의(義)가 모여 만들어

진’ ‘浩然之氣(<맹자 공손축 상>)’라 하 고 이는 ‘不慮而知 ’의 ‘良知’(<고자 하>) 범주에 속한다. 맹자의 ‘知’에
는 다음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양지일 경우에는 일종의 직감으로 ‘본질적 직관’에 해당한다. 둘째, 이지

(理智)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확실히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知’라 하고 후자를 ‘智’라 한다. 정의원칙은 

양지의 ‘知’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었고 제도⋅규범의 설계는 이지의 ‘智’가 필요하다. 따라서 ‘知 → 義 → 智 
→ 禮’의 관념구조가 존재한다.

중국정의론은 또 다른 중요한 이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利’, 즉 이익문제이다. 사람들은 유가의 ‘義
利’사상을 오해하곤 하며 맹자가 제시한 ‘義利之辨’(<양혜왕 상>)을 잘못 이해하고 유가에서 의를 중히 여기고 

이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오직 의만 있을 뿐 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에 한 잘못을 바로잡은 바가 

있다.21) 사실 유학에서 예의(禮義)문제는 이익 충돌 문제 때문에 제기된다. 이에 하여 순자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밝혔다. ‘禮起於何也 曰: 人生而有欲, 欲而不得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則不能不爭, 爭則亂, 亂
則窮; 先王惡其亂也, 故制禮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必不窮乎物, 物必不屈於欲, 兩者相持而長: 

是禮之所起也.’(<예론>) 다시 말해서 사회집단이 제도⋅규범을 세우려는 것은 이익 분배 제도로 이익 충돌 문

제를 해결하여 단체 생존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중국정의론과 서양정의론은 상당히 일치한

19) John Rawls, <정의론>,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8년 제1판, pp. 60∼61, 249, 61, 83∼84.

20) John Rawls, <정의론>, p. 12.

21) 황위순, <맹자 정의론 신해(孟子正義論新解)>, <인문잡지> 2009년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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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利 → 知 → 義 → 智 → 禮’의 문제구조가 존재한다.

중국정의론과 서양정의론의 근본적 차이점은 인애감정에 한 처리이다. 서양정의론은 통상 인애감정을 배

제하지만, 중국정의론은 반 로 인애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석한다. 이는 유학의 근본적 표지성 특징이다. 

따라서 중국정의론은 반드시 인애를 가지고 모든 정의 문제를 해석해야 한다. 쉽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利’와 ‘仁’의 관계다. 앞서 말한 로 사람들은 맹자가 제시한 ‘義利之辨’ 즉 인의와 이익 사이의 관계를 오랫동

안 오해했다. 이 문제를 순자가 가장 철저히 파악했고 인애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순자는 이익 충돌 

역시 인애가 유발한 것으로 생각했고 사람들은 ‘愛利 ― 愛而利之’의 심오한 사상을 오랫동안 간과했다. 왕선

겸(王先謙)은 <유효(儒效)>의 ‘愛利則形’을 집해할 때 양경(楊倞)의 주(注) ‘愛(人)利人之心見(現)於外也’ 와 학

의행(郝懿行)의 주장 ‘愛人利人皆有法’을 모두 인용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愛利’는 ‘愛人利人’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집단에서 이익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익에 한 바람이 있어서이며 이익에 한 바람은 사랑

에서 비롯된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함이며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고

자 함이다. 순자는 인애의 단계를 ‘自愛 → 愛人 → 使人愛己’<자도(子道)>라 하 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愛’
는 필연적으로 이익충돌을 유발한다. 따라서 ‘仁 → 利 → 知 → 義 → 智 → 禮’의 문제 구조가 존재한다.

인애가 이익 충돌을 유발한다는 순자의 심오한 사상은 유자들의 반  의견과 분노까지 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유가의 인애관념에 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인애가 이익 충돌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익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점이 사상의 무결성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애관념은 다음의 두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첫째, 순서가 있는 사람의 감정 경향은 생활 속의 실제 감정이다. 둘째, 일체(一體)의 인의 

감정 경향 역시 실제 생활 속의 감정이다. ‘人民愛物’은 본디 아무런 도덕적 설교가 아닌 일종의 자연적 감정 

경향으로 맹자는 이를 이르러 ‘惻隱之心, 人皆有之’(<고자 상>, <공손축 상>)라 하 다. 중국정의론의 정의 원

칙 가운데 정당성 원칙이 나타내는 것은 인류가 집단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단계를 초월한 사랑, 일체(一體)의 

인이라는 자연적 요구이며 이것이 정의감의 근원이다.

마지막으로 인애로부터 비롯된 정의, 제도⋅규범 구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집단 생존의 조화[和諧]이다. 

이것은 유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사회경지로 이를 이르러 ‘樂’ 또는 ‘和’라 한다. 그래서 유가문화를 ‘예악(禮樂)’
문화라고도 한다. 따라서 중국정의론의 총체적 문제 구조는 다음과 같다. ‘仁 → 利 → 知 → 義 → 智 → 禮 
→ 樂’ 또는 ‘仁愛 → 利欲 → 良知 → 正義 → 理智 → 規範 → 和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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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유학은 ‘위기지학’으로서 <주역 관괘(觀卦)>에서 말한 ‘觀其生’, ‘觀我生’과 같다. ‘觀我生’은 ‘내가 나아가고 

물러남을 본다’이며 ‘나아가고 물러남’은 인생 경지의 차원을 가리킨다. 개체의 정신생활을 호소할 때 생활유

학은 경지 문제이며 필자는 이에 하여 특별히 다룬 적이 있다22). 유자의 최고 경지는 ‘仁且智’의 성인(聖人)

이며 이에 하여 <맹자 공손축 상>은 “昔者子貢問於孔子曰: ‘夫子聖矣乎’ 孔子曰:‘聖則吾不能, 我學不厭而敎
不倦也.’ 子貢曰: ‘學不厭, 智也; 敎不倦, 仁也. 仁且智, 夫子卽聖矣.’라 하 다. 이 구절을 보면 필자는 <맹자 

공손축 상>의 ‘吾未能有行焉, 乃所愿, 則學孔子也.’가 떠오른다.

22) 황위순 <사랑과 생각 ― 생활유학의 관념>, 제4강 ‘경지의 관념(境界的觀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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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별세션Ⅱ- 가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14:00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회의실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  록
13:00~14:00

(60분)
등록 및 준비

기조강연
14:00~14:10

(10분)

여성, 미래창조경제의 주역

발표자 : 이복실(여성가족부 차관) 

주제발표Ⅰ
14:10~14:30 

(20분)

오늘의 한국 가족, 그리고 가족의 미래

발표자 : 김혜영(숙명여대 교수)

주제발표Ⅱ
14:30~14:50 

(20분)

한국의 모성, 그 이후 : 어머니 노릇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발표자 : 윤택림(한국구술사연구소장)

주제발표Ⅲ
14:50~15:10

(20분)

부모부양을 통해서 본 세대관계 : 변화의 매트릭스와 새로운 과제

발표자 : 김정석(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휴식
15:10~15:30

(20분)
휴식 및 행사장 준비

종합토론
15:30~16:30

(60분)

사  회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발표자 :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장)

김정석 (동국대 교수)

토론자 : 김경희 (중앙대 교수)

송유진 (동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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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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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성, 그 이후: 어머니 노릇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장) 

1. 시작하는 글: 왜 모성을 이야기하는가? 

한국의 모성: 인류학자가 바라본 모성의 다양성과 역사성(미래인력연구원, 2001)은 아주 개인적인 호기

심에서 출발되어 쓰여진 책이다. 1990년  중반 필자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젊은 엄마들을 보면서 ‘여자는 모성을 타고 나는 것인가?’, ‘모성은 무엇인가?’, ‘어머니 

노릇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유아를 둔 젊은 엄마들이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 고, 그들은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래서 필자는 일단 문헌조사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모성에 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 다. 그리고 직

접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1920,30년 생 어머니들, 1940,50년 생 어머니들, 1960,70년  생 어머

니들의 모성 경험에 한 인터뷰를 하 다. 그 결과 필자는 모성 또는 어머니 노릇이 시 적으로 변화해 왔으

며, 현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머니 노릇은 사실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고, 1990년 를 거치면서 

더욱 정교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성의 역사적 변화로 인해 현재 한국 여성들은 어머니 노릇

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필자는 어떻게 해야 어머니 노릇이 좀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 다.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필자는 이왕이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현  한국사회의 어머니 노릇에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성의 역

사성과 다양성을 한국사회의 산업화 전 후 시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타문화에서의 어머

니 노릇을 살펴보면서 안적인 어머니상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국의 모성을 출판하고 십 여년이 지난 

2014년 현재 필자는 고3 수험생 엄마가 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출판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

서 벌써 고3 수험생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십 여년 전에 필자가 연구했고, 알아냈던 한국의 모성에 한 

것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그 이후 한국의 모성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의 어머니 노릇

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었다. 따라서 이 발표문은 그 이후 필자가 인터뷰 했던 다양한 여성들

의 어머니 노릇에 한 구술 자료와 필자 자신의 모성 경험을 가지고 한국의 모성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검토

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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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적 모성 주체 형성과 ‘강한 어머니’의 등장 

필자는 모성을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따른 제반 활동과 어머니로서 지녀야 할 감성, 가치와 태도로서 본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희생의 화신’으로 생각되는 어머니와 모성이 한국사회에서도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

해왔다고 본다, 또한 특정한 어머니 노릇과 어머니로서의 태도와 감성은 여성의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모성이데올로기로 이해한다. 따라서 필자는 모성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조명하기 

위하여, 조선시 의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을 살펴보고 일제시기에 등장한 현모양처론이 가져온 어머니 역할

의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모중심 가족에서의 강한 

어머니들을 근 적 모성의 주체의 발아로서 보고자 한다. 

1) 조선시  

조선시 의 어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과 한석봉의 어머니일 것이다. 

이 어머니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조신시  유명한 학자와 명필가인 아들을 키워냈기 때문이다. 

바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아들을 키워내는 것이 조선시  어머니 노릇의 최고의 목표 다. 

조선시  어머니의 역할은 유교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성의 위치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조선시 는 부계 

혈통을 기반으로 하는 집안, 즉 가(家)가 조선조 유교사회의 사회적 기초 다. 가(家)는 내외법이라는 남녀의 

철저한 분리 원칙에 의하여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켰다. 혼인은 그런 부계 혈통의 집안을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시집살이혼을 통해서 남성의 집에 들어온 여성의 첫 번째 의무는 아들을 낳아 가(家)를 잇는 남아 

출산의 역할이었다.1) 그 다음 여성의 두 번째 의무는 재생산 노동이었다. 집안의 존속을 위해 여성은 시부모

뿐만 아니라 시가와 친척들까지 보살피는 역할을 하 고, 이는 효라는 기본적인 규범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양반층의 여성들에게는 남아 출산 이후에는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여성의 세 번째 의무는 생산 노동자로서의 활동이었다. 여성들은 소규모 농업 생산 활동에서 필수적인 가족 

노동원이었다. 양반층 여성들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 친족 집단을 보살피는 일의 비중이 컸지만, 하층 여성들

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산 노동에 참여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네 번째 의무는 자녀교육에 관련된 것

이었다. 조선조 사회는 자녀양육에서 가(家)의 사회적 명성과 위신의 상승 및 유지를 위해 입신양명이 강조되

었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은 남아를 낳아 교육시켜 과거를 통해서 입사(入仕)하여 가(家)를 빛나게 하는 것이 

었다. 조선시  입사는 유교적 경전을 공부하여 예(禮)에 능하고 유교적 인성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훈(內訓)과 같은 여성 교육서에서 자녀교육에 한 어머니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인성교육으

로서, 어머니는 어린 자식에게 예법과 바른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시  어머

1) 신경아, 1997, ｢한국 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 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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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내외법에 의하여 어머니 노릇은 집안에서만 제한된 것이었다. 조선시  어머니는 집안에서 엄모(嚴母)로

서 자녀들을 유교적 덕목에 맞추어서 교육했을 뿐이지 집밖에서의 교육에 해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 의 유교적 가(家)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의 집안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가족주의적 

전통 속에서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직분을 수행했다. 아들의 어머니의 역할은 여성이 남성의 부계 가족에 편입

되면서 가장 낮은 지위에서 출발하여 남편의 부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고, 사회적 인정

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성취중심의 도구적 모자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2) 

2) 일제시  

일제식민지시 는 조선조 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근 적 모

성 주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화기에 서구의 근  사상, 개화 사상, 기독교의 전파로 과부재가, 축첩 폐지, 

조혼 폐지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의 문제점들이 개혁의 상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근 적 여성 교육의 필요성

이 두되었다. 일제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여성 교육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면서 모성을 강

조하는 여성 교육이 확산되었다.3) 이 때 현모양처(賢母良妻) 사상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역할을 현모로 규정하

고, 구국을 위해 모성은 민족발흥의 담당자로까지 확 되었다.4) 그러나 현모양처 사상은 곧 1920년  출현한 

신여성과 치하게 되었다. 신여성들은 모성과 가족에 한 관심에서부터 여성 자신에 한 관심을 강조하면

서 여성의 역할을 현모보다는 양처에 두었다.5) 고학력 도시여성들인 신여성들은 여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여

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된 결혼, 가족제도, 경제적 독립과 직업문제들을 고민했었다. 급진적인 신여성들은 여

성의 자유와 평등을 성과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남녀가 성적으로 평등한 이상적 가정과 결혼관을 

내놓았다.6) 그러나 이러한 신여성의 결혼관은 1930년  일본 군국주의의 강화로 인해 급속하게 변질되어 이

상적 결혼의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부와 능력이 되었고, 이상적 가족은 모던 주택에서 부부와 자녀만의 핵 

가족 생활을 의미하게 되었다. 

현모양처 사상과 함께 일제시 에는 가정이 의료화 되면서 모성이 강화되었다. 개화기를 통해 기독교 선교

단은 의료사업을 통해 서구적 양육방식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어린이의 육체적 건강

의 관리자, 양육의 담당자로서 부각되었다. 이렇게 어린이 건강관리를 통한 가정의 의료화는 모성을 과학적으

로 만들어서, 더욱 정교화된 주부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조선조에서도 여성이 집안 살림을 맡아서 했지만, 

2) 조혜정. 1988.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3) 신 숙, 1995, ｢ 한제국 시기 가부장제와 여성생활｣, 여성학논집. 11집. 

4) 가와모토 아야, 1999,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개화기로부터 1940년  전반｣,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 

5) 조은, 윤택림, 1995,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광복 50주년 기념 논문집. 8호 여성. 

6) 김경일, 2000, ｢일제하의 신여성 연구｣, 사회와 역사. 5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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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회사원, 은행원, 관리와 같은 근 적 직업들이 생겨나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활동을 하고, 여성은 살림

을 전담하는 근 적 성별분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여성의 살림은 조선시 와는 달리 전문적, 과학적 

지식에 입각해야 했다.7) 이렇게 하여 근 적 핵가족 하의 성별분업에 따른 전문적인 전업 주부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의 근 적 지식 수용을 통해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생모이자 출산자,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여성들은 내외법으로 묶여져 있었던 집안에서 나와, 시장도 갈 수 있게 되었고, 학교, 교회, 

직장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 반경의 확 는 또한 가사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생모로서 

어머니 노릇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러나 당시 현모양처인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계층은 도시 중상층의 교육을 받은 소수의 여성들뿐이

었다. 일제시 를 통해서 도시 중상층의 교육받은 여성들조차도 부분 가족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역할도 중요했다. 서울토박이 한상숙은 당시 남편이 샐러리맨이었는데, 그녀의 

생애이야기는 역시 며느리로서 시부모 공양을 위해 연속된 가사노동을 서술하고 있고, 주로 언급되는 가족관

계도 남편이나 자식보다는 시아버지, 동서들, 시누이 다.8) 일제시기 경기도 개풍군에서 중농의 둘째 며느리

로 살던 김명자(1916년생)9)는 큰동서 시집살이와 부엌데기 며느리 노릇을 하기 싫어서 자녀교육을 위하여 서

울로 가야 한다고 남편을 설득하여 1938년에 서울 신당동으로 이주했다. 남편은 일일 노동자로 살았기 때문

에, 그녀는 생계를 책임지는 하층민 여성의 삶을 살아야했고 자녀교육은 자식들을 모두 학까지 보내는 것이

었다.10)

 

3) 일제 말, 해방, 한국전쟁의 혼란기 

조선시  유교적 부계 중심의 가족 속에서 어머니 역할은 한국 근현 사의 혼란기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일제시 부터 유교적 가족 질서가 일제 식민 지배의 사회적 변동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고,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까지의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강한 어머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의 강한 어머니는 일제 말부터 1950년 까지의 혼란기에 모중심 가족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것이다. 

일제식민지시  말부터 많은 남편들과 아들들은 일제에 의해 징용과 모집을 당하거나 그것을 피해 도망 다

니느라고 집에 없었다. 해방이 되자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되었고, 일제시 부터 좌우로 나누어져 있었던 민족

해방운동이 신탁통치운동을 계기로 좌우익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격화되었다. 급기야는 한국전쟁이 터지고 인

민군이 남한을 점령했던 기간 동안 남편들과 아들들은 도망 다니거나, 죽거나, 또는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7) 김혜경, 1998,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8) 한상숙, 1992, 밥해먹으믄 바느질허라,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8. 

9) 구술이 인용된 구술자들의 이름은 신원보호를 위하여 가명임을 밝힙니다. 

10) 2006년 4월-7월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진행된 구술생애사 인터뷰(6회차,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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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후에는 남편들과 아들들은 국군으로 전쟁터로 가거나 그것을 피해 도망 다녔다. 전쟁을 

통해 많은 남편들이 죽거나, 실종되어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여성가장이 되어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복무가 의무화 되어서 1950년  혼인한 부부들은 일시적인 남편의 부재를 경험해야 했다. 

군복무와 사별, 실종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 속에서 시부모 및 시  식구들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며느리에게 떠맡겨졌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 어머니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의 교육에 헌신하 다. 이제 조신시  여성들의 바깥 활동을 막았던 내외법은 사라지

고, 이 시기 어머니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집안일과 동시에 바깥일도 해야 했다. 

남편이 부재한 여성가장들에게도 조선시 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입신양명이었

다. 조선시  가족의 중추가 부자관계라면 이 시기 모중심 가족의 중추는 모자관계로서 어머니는 남편을 신

하여 아들을 가장으로 여기고 아들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헌신적 희생을 하 다. 그리하여 한국 근현 사의 

혼란기 속에서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도 책임지는 우리의 강한 어머니들이 1960년 와 1970년  산

업화를 위한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모중심 가족은 아들, 특히 장자 중심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들의 교육을 우선시 하고, 딸의 희생을 당연

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울주민 생애사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한 이명숙(1926년생)11)은 청평에서 태어나 초

등학교 졸업 후 서울 성북동으로 이주하여 해방 전에 결혼하여 공덕동에서 살았다. 그녀는 해방 후 남편이 

일본 적산기업을 인수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생활을 하 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가세가 기울어서 하숙

을 치면서 5남매의 학비를 어야 했는데, 아들들은 모두 학을 보냈지만 딸들은 학을 보낼 수 없었다. 

또한 강한 어머니들은 생계를 책임져야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안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러한 

일상적 일을 할 수 없었다. 김혜선(1931년생)12)은 평양에서 출생하여 한국전쟁 동안 남하하여 월남민 남성과 

결혼하여 서울에 정착했다. 그런데 남편이 무능하여 그녀는 미제물건 장사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5남매를 

키웠는데, 돈을 벌기 위하여 아이들과 떨어져서 살아야했다. 

이 시기 하층민 여성들에게는 어머니 노릇이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이지, 실제로 

현재 어머니 노릇과 같이 집에서 다양한 양육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시 의 강한 어머니들은 조선시  자궁가족이 그 모체인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는 개념을 강화하

면서 “내 새끼”를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내 새끼”의 성공과 행복은 바로 강한 어머니들의 삶의 목표 다. “내 새끼”의 강조는 바로 ‘피를 나눈 가족’
이라는 개념을 강화시키면서 이 혼란한 시기에 “믿고 기댈 것은 가족(내 핏줄)”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

하게 했다. 따라서 강한 어머니들은 가족이기주의를 근 적으로 변형시킨 장본인들이었고, 이 시기를 통해서 

여성과 가족은 동일시되었다. 

11) 2007년 12월-2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서 진행된 구술생애사 인터뷰(5회차 10시간) 중에서 

12) 2013년 8월 12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진행된 구술생애사 2차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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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적 모성 주체의 발화와 가정주부 

필자는 산업화 시기를 1960,70년 와 1980년  이후 시기로 나누어서 첫 번째 시기를 근 적 모성 주체가 

발화하는 시기로 보고, 두 번째 시기는 근 적 모성 주체가 갈등을 겪는 시기로 파악하 다. 그리고 세 별로 

어머니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과 개인적 경험을 연결시키면서 어머니 노릇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1960년 는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시기다. 이 때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

업 종사 인구가 폭 감소되었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1970년  후반 한국사회는 명실공이 산업사회가 되었

다. 산업화를 통한 취업구조의 변화는 가족 성원들이 근 화된 부문에 취업하게 됨을 의미하 고, 이는 농경

사회에서와는 다른 근 적 산업사회의 가족관계를 가져왔다. 가족과 일터의 분리가 뚜렷해지고, 가족의 기능

도 축소되었고, 가족은 여성의 역, 생산은 남성의 역이라는 성별분업이 강화되었다.13) 따라서 1960년

와 1970년 를 거치면서 산업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성립되어 그와 함께 여성의 어머니 노릇에도 변화가 일

어 났다. 

이 시기 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주요한 현상은 핵가족의 증가다. 경제개발과 이촌향도는 기존 농업사회에 

기초한 친족 관계를 축소시키고 핵가족을 크게 증가시켰다. 핵가족화는 확 가족 및 친족 공동체 내지 지역사

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사회화 과정을 약화시켜, 이제 도시 생활에서 부부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이 시기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산업 일꾼인 남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 및 육아를 담당

하는 가정주부(전업주부)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도시중산층 핵가족에서 자녀양육은 거의 전적으로 아내

의 책임과 의무로 여겨지게 되어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강력

한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해 핵가족은 아이수가 2-3명인 소가족이 되었고, 적은 수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일제,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혼란기를 통해서 근 화 이전의 특권층이 와해되었고, 교육이 

유일한 계층상승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녀교육은 핵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의 

사업이 되었다. 그런데 자녀교육의 경제적인 비용은 모두 부모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핵가족 부모와 어머니

의 자녀교육에 한 부담은 점점 커졌다. 좋은 학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열쇠로서 인식되었기 때

문에, 입시 경쟁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산업화 사회의 성별분업이 강화되면서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집을 표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여 돈

을 벌어오는 것으로 바깥일이 축소된 반면, 여성들은 집안팎에서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유지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되어 가정주부의 집안일은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범위가 확 되었다. 그러나 가정주부의 집안

일이 확 되었지만, 반면 친척들의 소사를 돕는 친족일(kinship work)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물론 이연주

13) 함인희, 1995, ｢여성과 가족 및 가정생활｣, 한국 여성 발전 50년. 정무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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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생)와 같이 맏며느리로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시 조카들을 줄줄이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 경

우도 있었다.14)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는 많은 친척들과 유 를 가지는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정주

부의 친족일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다. 

이 시기 가정주부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내집 마련’이었다. 필자의 모친(1935년생)은 평생을 간호사

로 일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는 친구들이 집장사를 해서 자신보다 더 빨리, 더 큰 집을 마련했다고 투덜거렸

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등학교나 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도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고 살림을 했던 가정주부들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계나 집장사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큰 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했다. 이 숙(1933년생)15)은 개성토박이인데, 

한국전쟁 중에 남하하여 인천사범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당시에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는 것은 남편이 무능하다는 표시 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 두었

다고 했다. 윤진희(1937년생)16)도 경기도 장단군 출신의 실향민인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수도여자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낡은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는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큰 집을 마련하 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부동산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공간적 장소로서의 집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성별분업 하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가정주부인 아내와 

생계 책임자인 남편이 공동 협력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이 되었다. 내집의 존재는 중산

층의 사회적 성공의 척도가 되었고, ‘자기 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식은 이 시기 자수성가하여 성장한 도시 

중산층의 생활 신념이 되었다. 

이 시기 가정주부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교육이었다. 이제 어머니들은 가정주부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

에서 벗어나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의 바깥일과 아내의 집안일의 경계가 확실해질수

록, 가족의 생산적 기능이 약화되고 소비기능이 강화될수록, 아내는 자녀교육을 전담하게 되었고, 어머니 노

릇은 이제 곧 자녀교육으로 동일시되었다. 이 시기에 어머니가 된 1930년 와 1940년  생 여성들은 육아를 

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시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던 1960년 와 1970년 는 식모 내지 가정부를 두는 것이 흔했다. 취업주부건 전업 

주부건 부분이 가사 보조자를 두고 살거나, 친정어머니와 기타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다. 

이 시기 가정주부들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홀로 감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정주부들은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조언뿐만 아니라, 육아전

문 서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제시  나타난 과학적 모성과 합리적인 가사노동에 기초

14) 윤택림, 2001,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원, 64쪽. 

15) 2013년 4월 한국구술사연구소에서 진행된 구술 생애사 인터뷰 중에서 

16) 2011년 6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진행된 구술 생애사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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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 주부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60년 와 1970년  어머니 노릇은 산업화 이전 시 에 비하여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어머니들은 알뜰하

게 살림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명문 에 진학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자녀의 명문  진

학은 곧 사회적 성공을 보장했고, 그것은 곧 자신의 명예와 광이었으며 자식들이 출세해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길이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었고, 그 자식의 명문  진학과 사회적 출세는 바로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었다. 그래서 아직 중학교 입시와 고교 입시가 있었던 1960년 와 1970년 에 어머니들

의 ‘치맛바람’은 필연적일 수도 있었다. 해방 후 학력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교육열’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어머니 노릇은 단순히 육아가 아니라, 교육,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학 진학을 위한 것이 되었다. 

4. 근대적 모성 주체의 갈등: 슈퍼맘과 취업주부 

한국사회가 1980년 로 들어서면서 산업화 초기와는 다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30년간의 군사정

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가 진전되어 1992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1980년 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은 

1997년 구제금융시 를 맞기 전까지 한국 역사상 유래 없는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 고,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을 넘보는 국가가 되어 OECD에도 가입하게 되었

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은 1980년 와1990년  어머니 노릇에도 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베이비 붐 세 (1955년부터 1963년생)의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산업화 과정

에서 성별분업의 가족 하에서 성장했다. 이들의 부모는 아들과 딸을 불문하고 열심히 교육시켰지만 아들에게 

더 기 하고 딸들은 좋은 신랑감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자식에 한 욕심이 

많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베이비 붐 세  여성들은 어머니의 자기희생적인 육아 모습과 자아 성취와 자시 능력

을 강조하는 제도권 교육이라는 이중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딸들은 당연하게 결

혼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어머니가 되면서 어머니 노릇에 갈등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들의 학진학이 증가

하면서 여성들은 점점 자아실현과 자기 성취에 한 욕망과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

만두어야 했다. 결혼을 하면 시  중심적인 가족생활에 적응하고 육아를 전담해야 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한 로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고자 하지만, 자기 성취에 한 욕구는 어머니 노릇을 매우 갈등적이

고 힘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세  어머니들이 바로 필자가 주위에서 보았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로 말하는 어머니들이었

다. 이들이 육아를 버거워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육아를 홀로 전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세  어머니들

은 부분 일단 시집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다가 분가하여 핵가족 생활을 하 다. 김 혜(1955년생)처럼 

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함께 핵가족으로 생활을 한 경우도 있다.17) 서울에서는 1980년 에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시집살이를 하지 않고, 결혼과 동시에 또는 시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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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년 후에 분가하면서 강남의 아파트에서 핵가족의 생활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 세 의 많은 어머니 들

은 자신들의 어머니와는 달리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한 지식이 전혀 없이 학교만 다니다가 낭만적 사랑을 

통해서 연애결혼을 하 다. 부모가 되는 것이나, 어머니가 되는 것에 한 교육이 전혀 없이, 결혼을 하면 

곧 바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되었기 때문에 들에 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

로도 힘든 일이었다. 또한 아이 키우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교육환경이 더욱 경쟁적으로 되었기 때문

이었다. 이 세  어머니들은 아이가 자랄수록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지로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1990년 로 오면서 아이 수는 1-2명이 되었고, 경제적 풍요로 조기교육이 시작되었다.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

면서 공부, 성적이 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의 성적을 위해서 사교육에 전념하게 되

었다. 이 시기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이가 크면서 몸은 힘들어지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점점 

더 피곤해진다는 것이었다. 학입시에 한 압력이 커지는 고등학교 때가 되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스트

레스의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하선 (1953년생)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학입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겼고,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부 다고 하 다.18) 두 딸이 학 진학을 하고 막내딸이 학진학 준비

를 하고 있었던 김명순(1946년생)은 ‘아이들 공부에 엄마가 늙어요’라고 했다.19) 

1990년  경제적 풍요 속에서 결혼한 부부들은 자수성가한 중산층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 후 살 집과 살림살

이를 모두 마련하 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부모의 자식 뒷바라지는 계속 되었다. 따라서 이 세  부부들은 

아이가 1-2명으로 줄어들었고 부모의 뒷바라지에 기초하여 조기교육에 몰두하고 과 한 사교육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교육에 무조건 투자를 해 왔듯이, 자신들도 아이들 교육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중산층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적 지위를 자식들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계층적으로 상승하길 바랐

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진전되면서 계층화가 안정되어 더 이상 자수성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더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아이들은 낙오자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자식들은 더욱 더 명문

에 진학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1990년 로 오면서 어머니 노릇은 명문  진학을 위한 자녀교육으로 집약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세  어머

니들은 생후 6개월부터 유아의 신체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고, 아무리 늦어도 만 4세가 되면 다

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5세가 되어 유치원에 가기 전에 이미 다양한 조기교육을 받게 

되었고, 유치원에 다닐 때도 한글 학습지, 미술학원, 태권도, 피아노 교습 등 다양한 사교육에 참가하게 되었

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기도 전에 한글을 익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발달이 늦은 아이를 제 나이에 

초등학교에 보내면 불리하다고 되도록 늦게 준비된 아이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보내게 되었다. 

17) 2002년 서울 목동 자택에서 진행된 ‘부엌의 문화사’ 연구의 구술사 인터뷰 중에서 

18) 윤택림, 2001,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원, 86쪽. 

19) 윗글,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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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머니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하는 가부터 시작하여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공부가 초등학교 교육의 최우선

이 되다 보니, 공부에 뒤떨어지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아이들의 다양성이 인정

되지 않는 교육적 현실에 어머니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20) 왜냐하면 1960,70년  어머니들은 아이

들의 정서적 욕구나 개성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으나, 1980, 90년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견하여 개발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데 학교 교육은 아이의 개성이나 잠재 능력을 무시하고, 오직 성적이 아이를 평가하는 척도 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더 심해졌다. 1974년에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지면서 평준화가 시작되

었으나 1980년  말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생기기 시작하 다. 1990년 부터는 중학교 교육은 특목고 진학

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입시를 눈앞에 두게 되면 어머니와 수험생 아이와

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이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재촉해야 하고, 아이가 다닐 

학원과 학 입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그래서 학입시는 어머니 노릇에서 고통의 절정기가 되었다. 사실

상 학벌이 최고인 한국사회에서 학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의 

최종목표가 바로 좋은 학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교육과 어머니의 노력은 학 진학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성적은 곧 어머니의 성적이 되었다. 

이제 여성이 하는 일들, 살림과 친족일, 재텍크 등에서 아내, 며느리, 주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 역할이 

가장 중요해졌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한 전업주부는 집안일은 모두 다른 이가 할 수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것, 즉 자녀교육은 다른 이가 신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전업 주부의 일상적인 삶은 아이들의 학교 및 사교육 

일정에 따라서 구조화되었다. 아이의 요구에 맞게, 아이의 재능에 맞게, 아이의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

어야 하는 만능어머니, 슈퍼맘(supermom)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7년 구제금융시 를 맞으면서 경제적 위기로 남편들의 조기 퇴직과 실업이 증가하면서 취업주부

가 증가하 다. 고학력의 여성들은 취업주부로서 생활을 하더라도 어머니 노릇의 중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들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녀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구제금융시  

이후 젊은 남성들도 맞벌이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제 몰락하는 중산층에게 기혼 여성의 취업은 긴급한 사항이 

되었다. 취업주부들이 늘면서 이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면서 경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어머니 노릇을 

하게 되었다. 여성의 삶에서 어머니 노릇이 비 하게 되면서 전업주부도 취업주부에게도 어머니 노릇은 모두 

즐겁지 않은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다. 아이의 성적과 사회적 성공이 어머니의 성공이 되고 어머니 노릇이 여

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 어머니 노릇은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된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초 한국의 어머니 노릇은 슈퍼맘을 통해서 경쟁적, 소비지향적, 출세지향적인 어머니 노릇

20) 윗글,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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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 어머니는 공부시키는 사감,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버렸다. 부부는 하나의 팀을 이루어 자녀교육에 매진하고, 아이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 가족 이기주의와 

계급 특권을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가족 관계 속에서 가족은 도구화 하고, 가족관계는 물질

화되어 가족들은 서로에게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화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가정주부가 단독으로 육아를 전담하는 형태의 모성이 생겨났고, 경제적 풍

요로움과 교육열로 인해 어머니 노릇은 점점 강화 내지 비 해지면서 사회는 만능어머니를 여성들에게 강요하

게 되었다. 이러한 모성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에게 어머니 노릇을 갈등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5. 2000년 이후: 무엇이 변했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모성이 출판된 이후 어머니 노릇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니면 변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2000년 이후 사회적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필자 자신의 모성 경험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우선 1990년  근

적 모성 주체의 갈등이 나타나는 과정을 되짚으면서 필자는 1990년  자녀교육이 가장 중요한 어머니 노릇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명문  학입시를 위한 어머니의 전력투구의 강도는 더 강해

졌다고 생각한다. 1990년 부터 시작된 조기교육의 열풍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이제 일반 유치원에서

도 어를 교육하기에 이르 다. 요새 유아들은 한국말도 제 로 하기 전에 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보육 정책에 따라서 유아를 둔 젊은 엄마들은 만 2세가 전후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미 유치원과 미술학원들을 약 4년간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유아기에 시작된 사교육은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어, 수학을 비롯하여 글짓기, 미술, 피아노,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 되어간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중학교 준비를 위하여 어와 수학은 필수가 되고,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

면 그 때부터는 학입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1990년 부터 시작된 특목고 열풍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만들어지고, 국제중학

교와 국제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고교입시는 더 이상 평준화라고 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

학교 교육은 특목고 진학이 목표가 되었고, 고등학교 교육은 명문  진학이 목표가 되었다. 거의 모든 학생들

이 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서울에 몰려있는 명문 학과 서울 소재 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전국 수험생

의 10%일 뿐이다. 모든 부모들과 학생들이 서울 명문 를 바라보고 올인 하고 있는 현재의 학입시체제는 

어머니들이 학입시 전문가가 되길 요구한다. 특히 계속 학입시전형이 바뀌면서 너무 많은 입시전형들이 

생겨나서 학입시는 어머니의 능력을 벗어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 다. 이러한 상황

에서 아이를 명문 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능력(정보), 조부모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세 가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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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건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어머니는 학입 시교육을 위한 정보 수집가 내지 전문가가 되어

야 한다는 것이고, 학입시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서 아버지의 경제력만 가지고는 안된다

는 것이고, 아버지는 학입시 교육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한국의 학입시 중심

의 교육에서는 어머니의 역할과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에서 계층 

이 중요해졌다는 것이고, 그 만큼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2000년 에 이러한 교육환경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부모들은 학입시교육 외에 두 가지를 선택하 다. 하

나는 2000년  중반부터 붐을 이룬 조기유학이었다. 한국의 교육적 환경에서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가진 외국으로 아이들을 혼자 보내거나,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기러기 아빠’다. 또 하나의 선택은 안학교 다. 아이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육,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자와 학부모들

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학교들이 생겨났다. 2000년  중반부터는 중고등 과정의 안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

학교 과정의 안학교까지 생겨나면서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다른 교육적 선택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기를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위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학입시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조기유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안학교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식 

모두의 공통점은 역시 어머니의 능력과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입시에 필요한 어머니의 정보력은 

단지 일상생활을 아이의 학교 교육과 사교육 일정에 맞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보 수집을 위한 학부모 모임, 

입시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입시사정관제(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

의 경우 비교과 활동을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여 비교과 활동 스팩을 만들어

야 한다. 입시사정관제는 성적만으로 학이 입학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취지로 학입시의 다양성을 내걸고 생겼다. 겉으로는 아이가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에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축적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아이는 학교 공부(내신)과 수능 준비에도 벅차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에 한 모

든 정보 수집과 활동 참여도 모두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조기유학의 경우도 유학원을 통해서 외국의 학교를 

선정하고 유학 준비를 하더라도 아이의 유학생활 동안 어머니는 아이만을 위해서 자신이 일상생활의 틀을 만

들어야 하고, 그곳에서도 학 입시를 위한 어머니의 정보 능력이 필요하다. 안교육을 선택하더라도 어머니

는 다양한 안학교에 한 정보를 가지고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교육적 선택 모두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하다. 현재 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비용이 부모들

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조기유학 비용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안 학교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교육비용이 든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 속에서 어머니 역할은 더

욱 더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고,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입시, 유학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도움이 역시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아이를 낳아서 교육시키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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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다. 1997년 

구제금융시 를 지나면서 한국사회는 구조개혁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강화되었고, 후기산업화 사회

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지표가 기업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서 소득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1980년 까지의 경제적 호황은 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요즘 20 와 30 들, 

즉 베이비 붐 세 의 자녀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자신들이 유지하거나 또는 상승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삼포세 ’다. 즉 이들은 취업이 힘드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맞벌이 부부를 선호하게 되어서 취업주부들의 보육 문제가 크게 두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보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둔 취업모 

중에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즉 유아를 둔 취업모의 둘 중 

하나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보육

의 질이 아직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조모가 보육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자녀양육에서 

벗어나서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해야 할 조모들이 손자녀 돌봄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생애 

단계에서 어머니 노릇은 더욱 연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모들이 다시 유아를 양육하는 교육을 받거나, 손자

녀들의 사교육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흔해졌다. 박사과정에 있는 김희애(1981년생)는 친정어머니가 15개월째 

딸을 돌보아주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해서 자신이 좋은 어머니 노릇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

고,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21) 

박사과정을 수료한 한 여성은 30개월과 9개월 짜리 아이들을 돌보는라고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다.22) 보육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젊은 엄마는 자신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커리

어 추구를 연기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필수적이 되어가지만, 여성

의 취업,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다시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조모들이 손자녀 돌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꺼히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조모들이 가장 하기 싫

은 일이 바로 손자녀 돌봄이라고 하고 있고, 손자녀 돌봄은 조모의 건강에 큰 무리를 주고 있다. 취업모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남편과 상의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

는 상황이 된 것이다. 

21) 2014년 6월 20일 한국구술사연구소에서 진행한 인터뷰 중에서 

22) 중앙일보 2014년 6월 2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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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는 글: 어머니 노릇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4년 현  한국사회는 급속히 노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국가 재생

산의 위기가 곧 닥칠 긴급한 상황이다. 이것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어렵고, 기피하게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비 부담이라고 하지만, 자녀교육에서 

어머니 노릇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고 싶어도, 아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자녀교육에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동반 된다면 누가 기꺼이 부모가 되고자 하겠는가. 

필자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학부모 총회에 참여하 고, 학입시설명회를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하 다. 당면한 학입시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어떻게 어머니들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

이고 있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되었다. 필자가 파악한 학입시제도 하에서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와 경쟁할 

수가 없다. 학입시전형이 너무 많고 까다로와서 그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준비하려면 취업주부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이 의사, 변호사, 교수가 아니면 명함도 내  수 없다고 

한다. 그런 전문직이 아니면서 아이의 교육을 뒷바라지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취업모는 옳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무모 모임에서도 취업모들은 소외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 변호사, 교수 외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은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인가? 고학력의 능력 있는 여성들이 학 입시가 요구하는 어머니 

역할을 제 로 하기 위하여 자녀교육에만 매달려야 할 것인가? 한국사회는 생산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여

성의 취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

한 상황인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어머니가 아이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현  한국 여성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여성들은 어머니, 아내, 주부, 며느리, 딸, 

그리고 노동자, 직장인이고 시민이다. 그런데 한국 여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어머니 노릇

이 가장 크게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여성 자신들도 어머니 노릇=자녀교육=명문  진학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보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현재 베이비 붐 세 의 딸들이 어머니가 되어 가고 있다. 베이비 붐 세 의 딸들은 결혼을 필수가 선택이라

고 생각하고, 또한 아이도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여성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제 여성들은 자신이 어머니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싶어 하고, 선택할 수 있다. 여성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될 때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선택이고 동시에 권리가 될 수 있다. 여성이 기쁘게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 즐겁게 된다면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기꺼이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

적 현실과 모성이데올로기는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선택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될 권리도 제

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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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의 모성을 출판할 때 필자는 여성은 어머니가 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머니 노릇은 

여성이 자기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와 성장할 수 있다면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들이 비 해

진 어머니 노릇에서 벗어나서 자기 발전을 통해서 삶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여성들이 어머니 외의 다른 사회적 정체성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2014년 현재에도 필자의 

주장은 다르지 않다. 

필자가 지난 15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것은 인내심, 기다려주는 것, 아이를 믿는 것이었다고 생각한

다. 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필자는 인간으로서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들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게 되었다. 필자의 아이는 한국에서 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 아이가 중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학입시체제에 들어 가서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적이 오르

지 않아서 걱정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학에 과연 진학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필자는 현재 한국의 교육 

환경에 분노를 느낀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교육 환경은 그렇게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간시험 기간에 갑자기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니 중학생 아들이 시험공

부하지 않고 PC방에 갔는지 옆집 엄마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마구 때리는 것이었다. 공부 때문에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현실을 목격한 필자는 과연 이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이렇게 한국의 모성 출판 후 15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의 어머니들이 처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어머니 

노릇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노년기에도 여성들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되어 어머니 노릇은 자녀

들의 결혼 이후에도 연장되고 있다. 과연 한국의 어머니 노릇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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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별세션Ⅲ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14:00     

□ 장소 :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  록
13:30~14:00

(30분)
등록 및 준비

개회식
14:00~14:30

(30분)

사  회 : 이상호 (영남대학교 교수)

환영사 : 권순협 (안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축  사 : 권영세 (안동시장)

축  사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축  사 : 김광림 (국회의원)

기조연설
14:30~14:50

(20분)

인문적 관점에서 본 박근혜정부 농정구상

발표자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휴식 및 준비
14:50~15:00

(10분)
휴식 및 행사장 준비

제안발표

15:00~15:20

(20분)

敬의 含意와 農業經營
발표자 : 임덕선 (영남문헌연구원장, 문학박사)

15:20~15:40

(20분)

敬의 농업 방향 모색

발표자 :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이사장, 경제학박사)

15:40~16:00

(20분)

敬의 농업 정착을 위한 약정조합원(Cross-Compliance Membership)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발표자 : 황찬영 (안동농협 중부지점장, 경제학박사)

휴식 및 준비
16:00~16:10

(10분)
휴식 및 행사장 준비

경敬의 농업 

발전방안

종합토론

16:10~17:10

(60분)

좌  장 : 남치호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 정병호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영남문화연구원 원장)

이종은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최  웅 (경상북도 농축산국장)

조현선 (경기 안성 고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폐회식 
17:10~17:30

(20분)
기념촬영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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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천하의 근본을 세우다. -지역농업, 경敬에서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농업분야에 전국 

경향京鄕 각지各地에서 참석하여 주신 농협⋅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님들, 그리고 농업관련기관의 임직원

님들과 지역 소비자님들 등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충심忠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기조연설을 수락해 주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이끌고 계신 

권 세 시장님, 평소 농협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써 주시는 김광림 국회정보위 위원장님, 한민국 농협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태  농협중앙회 부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무역규모 세계 9위의 무역 국으로 성장

하 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빈부격차 확 에 의한 상 적 박탈감, 소외문제, 

심화되는 환경오염 등 삶의 만족도는 더욱 더 빈곤해졌습니다. 

우리농업의 현실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생산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 말 도⋅농간 

소득격차는 2,288만원으로 사상 최 치로 벌어졌으며, 갈수록 농업⋅농촌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의 왜곡,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조화, 생명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도태 

등 가치를 무시한 맹목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한 해답은 바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구현하여 “천하天下의 근본根本인 

농업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UN(국제연합)에서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지정하 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폐해弊害를 극복할 안代案으로 돈의 결합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의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에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안보, 생활개선, 자연자원관리, 환경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 時代의 요구要求와 동 시 時代를 살아가는 현現 세 世代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課題를 풀어

가는데는 금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쫓아서 앞만 보고 참다운 인간의 본성本性을 망각한 체 달려 온 우리들의 그릇된 삶과 사회를 

깊이 성찰省察하여, 잘못된 관습慣習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고귀한 가르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時點에 안동농협은, 세계적인 성현聖賢이신 퇴계 이황李滉 선생의 ‘경敬’사상 바탕 위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정성이 깃든 배려와 보살핌의 농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등 지역민 모두가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실패와 외부불경제를 초래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 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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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繼承⋅발전發展시켜 나아가는 ‘경敬의 농업’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연과 전통을 공경恭敬하고 환경을 보존保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공경恭敬하는 정신운동으로 실천實踐
하여, 지역경제와 문화가 융성하고 전통과 지역자산이 더욱 풍성하여 생산농민과 소비자 등 지역민 모두가 

행복하고, 후손들이 품게 될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이 천하天下의 근본根本을 세우는 “농자천하

지 본農者天下之大本”의 진리眞理를 다시 한번 깨우쳐 나아가고자 합니다. 

포럼에서 돈,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로서 농가 소득이 증 되고, 농업인, 소비자 등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안이 구축되는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고귀한 의견들

이 많이 제시 되리라 기 하며, 끝으로, 먼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 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님, 

귀한 시간 내어 주신 권 세 시장님, 김광림 국회정보위 위원장님, 소중한 걸음 해 주신 김태  농협중앙회 

부회장님, 제안 발표를 해 주실 임덕선 박사님, 권 근 박사님, 종합 토론에 참여해 주실 남치호 교수님, 

정병호 교수님, 이종은 교수님, 최 웅 국장님, 조현선 고산농협 조합장님 등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미래를 축원祝願 드립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권 순 협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569

축사

축  사

국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이동필 장관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의 농협 조합장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환  인사를 드리며 주관해주신 권순협 조합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 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유교적 전통은 전국 어느 곳보다 

고스란히 잘 보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개최되고 또한 포럼에서 농업분야 세션을 열게 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이야 말로 뿌리고 가꾸는 만큼 결실을 보는 가장 정직한 분야라고 생각할 때 인문가치 포럼과 가장 

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주관해 주시는 안동농협에서는 일찍부터 퇴계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경敬’의 농업‘을 추구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퇴계의 ‘경’ 철학은 ‘삶은 간소하되 마음은 풍아風雅함을 참된 인간 생활로 여겨온 것으로 시 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은 예로부터 천하의 근본이라고 할 만큼 가장 인본적인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식주 가운데 ‘식’
이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논리에 따라 농업도 기업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이러한 인본적인 가치가 점차 퇴색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농업-천하의 근본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농업 분야의 인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농업이 인문적 가치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의 기본을 

정립하는 소중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안동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동시장  권 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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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문가치포럼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보고이자,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에서｢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전국의 농업인 조합원을 표하여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농업분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권 세 안동시장님, 

포럼준비에 고생하신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0년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우리 농업⋅농촌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농업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농산물가격 불안정과 FTA⋅TPP 추진, 쌀 관세화 유예종료 등 농산물시장 

개방의 파고도 거세져 농업경 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농촌이 도시와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가치와 중요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생명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도시생활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농업⋅농촌의 역할은 그 누구도 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농업⋅농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자산

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포럼에서 우리는 유학의 중요사상인 경敬에서 농업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와 

보살핌의 농업을 펼치는 경敬의 농업은 분명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敬의 농업은 

중에게 매우 낯설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 경敬의 농업에 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 방향을 모색해서 경敬의 농업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의 열띤 활동을 기 하겠습니다. 농협도 경敬의 농업으로 우리 

농업⋅농촌을 지켜내고, 농업이 한민국의 근본을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의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경敬의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안동

농협에 박수를 보냅니다.

포럼 개최로 고생하신 한국정신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안동시, 안동농협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포럼으로 발돋움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농협중앙회장  최 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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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개최되는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농업 특별세션 ｢농업, 천하의 근본을 

세우다｣에 축하말씀을 전하게 되어 매우 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은 1970년  녹색혁명과 1980년  백색혁명에 이은 IT와 BT를 융합한 첨단 과학 농 산업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바탕에는 우리 농업종사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꾸준한 기술 농 연구

가 있었기에 가능하 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한민국 농업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있습니다. 50년 전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66%가 농어업 종사자가 현재 6% 로 감소하고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채 안 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일궈내야 하는 삶의 모태입니다. 농업이 죽은 한

민국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이자 

민족자산인 농업⋅농민⋅농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족자산 농업을 살리는 데 

안동농협이 제시하는 ‘지역농업의 새로운 길, 경敬의 농업’이 그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라 기 해 봅니다.

소중한 자리 정성껏 준비해 주신 권순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안동농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님, 농협중앙회 김태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멀리서 

걸음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환 합니다. 오늘 21세기 농업이 지녀야 할 가치에 해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과 한민국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동반자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회의원  김 광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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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의 含意와 農業經營

임덕선 ( 남문헌연구원장/문학박사)

<목    차>

Ⅰ. 序論 
Ⅱ. 敬의 含意  
   1. 性理學的 槪念 
   2. 時代的 意味
   3. 農政에 드러난 意義 
Ⅲ. 敬의 農業經營 
Ⅳ. 마무리

Ⅰ. 序論 

人類는 원시사회부터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조직적인 공동생활을 하 고 이러한 집단적 유 관계

는 하나의 원형질이 되어 문명의 발달과 함께 社會公同의 善을 추구하여 公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나아갔다. 先秦儒學에서는 이러한 이념이 天命思想으로 나타나 天道와 동일시되는 本性을 회복하기 위하여 

誠實하려는 노력을 중요시하 다.  

이 誠實하려는 노력은 通時代的으로 나타나, 그 방법으로 ‘敬’이 제시되었다. 경은 先秦儒學에서 제기되어 

宋의 新儒學에서는 性理學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성리학이 수입된 高麗부터 확산된 朝鮮에 이르기

까지 人格收養論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誠敬思想은 하나의 성리학적 범주에서만 존재하는 관념의 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인

가? 이것을 현 의 경 , 특히 인간과 가장 유기적 관계인 농업 경 에 접목할 수는 없는 것인가?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인류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경 인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함께 훼손되

지 않은 농업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유지하여 후손에 물려줄 사명과 책무가 있다. 이러한 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일 것인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이다. 본 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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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문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敬의 性理學的 槪念, 時代的 意味, 農政에 드러난 意義로 나누어 고찰

하여 도출된 敬의 함의를 뭉뚱그린 다음 農業經營에 접목하여 친환경농업을 제안하는 순서로 구성하 다.  

Ⅱ. 敬의 含意

敬에 한 언급은 先秦儒學에서부터 시작되어 宋의 性理學에 이르기까지 通時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 

性理學이 수입된 高麗부터 확산된 朝鮮까지 일관되게 人格修養論으로 자리 잡아 시 마다 조금씩 인식의 차이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敬이 내포하는 性理學적 槪念과 時代的 意味를 고찰하고, 아울러 우리의 先人들이 國家運營과 

農業政策에서 敬의 意義를 어떻게 인식하여 國政을 이끌어갔는지를 살펴 敬의 含意를 導出하기로 한다. 먼저 

성리학적 개념을 파악한다.  

1. 性理學的 槪念 

우주만물의 운행과 자연의 법칙을 知覺한 東北亞의 上古人은 天道를 가리켜 ‘乾은 크게 형통하므로 바른 

것이 이롭다.’1)라고 하 다. 이것은 하늘의 도가 끊임없이 운행하므로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이롭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乾道가 변화하여 性과 命이 각각 바루어져 大和를 保合하므로 곧은 것이 이롭

다.’2)고 하 는데, 性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命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사람이 하늘의 이치를 體得하여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곧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이 점

은 바로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3)는 서술에서 더욱 분

명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결국 社會共同의 삶을 위하기 위한 君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천도를 知覺
하여 社會共同에 실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고, 그중에서도 윤리적 덕목을 갖춘 지도자가 이에 해당된

1) 周易 ｢乾｣, “乾, 元亨利貞.” 
‘元亨利貞’의 해석은 다양하나, 이 논고에서는 元亨, 利貞으로 인식하여 朱子의 周易本義에 따른다. 元亨利貞에 한 해석은 

左傳 襄公 9年 條에 따라(春秋左傳注疏 권30, “元體之長也. 亨嘉之會也, 利義之和也, 貞事之幹也, 體仁足以長人, 嘉德足
以合禮, 利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元⋅亨⋅利⋅貞의 四德說로 보는 것이 古典的인데 孔子가 지었다는 ｢文言傳｣도 이와 

같다. 

그 후 1899년 甲骨文의 卜辭가 출현하 는데(孔子는 이 갑골문을 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 論語 ｢八佾｣, “子曰, 夏禮, 

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禮, 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高亨(1900~1986)은 ‘亨’을 ‘祭享’으로 ‘貞’은 ‘貞卜’으로 

보아 ‘큰 제사를 지낸다. 점을 물으면 이롭다.’로 해석하 다.(고형의 주역, 예문서원, 1995, 83면.) 

2) 같은 곳,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大和, 乃利貞.”도 朱子本義에 따른다. 

3) 같은 곳, “天行健, 君子以, 自彊不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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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君子로 표현되는 지도자는 無私公正하게 일을 처리하여야하므로 마음속에 ‘邪를 막아 誠實함을 保存하여

야 한다는4) 人格收養論이 전제된다.  

이에 따라 存養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敬이다. 경으로 자신을 바르게 한 뒤라야 蘊蓄된 힘으로 남에게 

義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敬으로 內面을 곧게 하고 外的으로 義롭게 처리하면 안팎이 모두 확립되어 德으

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하는 일에 혐의가 없어지게 된다.5) 이렇게 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도

자가 지켜야할 덕목으로, ‘배움을 축적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서 분별하고, 남에게 너그럽게 하고, 仁을 行
할 것6)이 제기되고 있다. 

中庸에서는 하늘이 사람에게 命한 것을 性으로, 사람이 성을 따르는 것을 道로, 도를 닦는 것을 敎로 보았

다.7) 또 誠은 하늘의 道로, 誠實하려는 것은 사람의 道로 인식하 는데, 誠은 힘쓰지 않아도 사리에 알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從容하게 도에 알맞기 때문에 聖人의 역에 해당시켰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最善을 

선택하여 굳게 지켜야하는8) 一般人의 역으로 보았다.  

‘誠은 하늘의 道이다.’ ‘性은 하늘이 命한 것이다.’라는 두 命題에서 결국 誠과 性은 동일개념이다. 다만 誠
이 하늘의 본연적 이치라면, 性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지니고 있는 본성이므로 誠을 실현하려는 主體
의 타고난 性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性에 내재된 의미는 무엇인가? 說文解字에서 心部로 분류되어 

‘살려는 마음’, ‘살아가려는 의지’로 解釋된다. 또, 詩經 ｢卷阿｣에,   

愷悌한 군자여 豈弟君子
그 의 性命이 오래되고 俾爾彌爾性 
늘 큰 복을 누리게 하리 純嘏爾常矣      

라는 것에서도 ‘性’이 ‘性命’의 뜻으로 쓰 으므로 性은 바로 ‘生命의 本質’임이 확인된다.

誠을 하늘의 도라고 규정하 으므로 天道는 자연의 생명본질로 간주되고, 이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誠
之’는 생명본질인 자연의 법칙을 본받아 본성을 다하려는 사람의 노력으로 파악된다. 이는 바로 인간의 理性的 
행동으로 자연의 생명본질을 유지시켜 인간과 자연을 일체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체가 하늘과 인간을 일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4) 같은 곳, “閑邪存其誠.”
5) 周易 ｢坤｣, “君子敬以直内,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直方大不習无不利, 則不疑其所行也.”
6) 周易 ｢文言傳｣, “君子學以聚之,  問以辨之,  寬以居之,  仁以行之.”     
7) 中庸 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8) 中庸 20장,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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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천하의 至誠이라야 사람의 性을 다하고 事物의 性을 다하여 天地의 化育을 도와 천지에 參與한다.9) 

바로 ‘至誠’을 지칭하고 있다. 至誠은 恒久的으로 지속되는 것이므로, 생명본질을 확 하고 만물에 확산하

여 생성과정을 확장시킬 수 있다. 至誠은 사람에게는 聖人에 해당된다. 곧 성인은 天地 속에서 본성을 실현하

여 道를 이루고, 천지의 만물을 생성⋅양육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中庸에서는, ‘그러므로 지성은 그침이 없으니 그치지 않으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징험이 나타나고, 징험

이 나타나면 悠遠하고, 유원하면 넓고 두터워지고,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진다.’10)고 하여 至誠의 효능이 

지속성을 유지하여 高明하게 된다고 하 다. 중용에서의 至誠은 결국 人事的으로 볼 때 ‘盡性하는 사람’인 聖
人인데, 聰明⋅叡智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寬裕⋅溫柔로 남을 하여 환 받고, 强發⋅剛毅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齊莊⋅中正하여 남에게 존경받고, 文理⋅密察로 事物을 分別한다는 것이다.11) 그러므로 聖人
은 바로 ‘理智에 기초하여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聖人이 되어 자연과 일체가 되어 생명본질을 확장하며 생성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을

까? 성인이 되는 길은 앞서 언급된 ‘최선을 선택하여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擇善而固執之]’이다. 그 조목으로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물으며[審問]’, ‘신중히 생각하고[愼思]’, ‘밝게 분변하며[明辯]’, ‘독실하게 이행

할 것[篤行]’12)이 요구되고 있다. 이 博學⋅審問⋅愼思⋅明辨⋅篤行은  앞서 周易에서 제시된 學聚⋅問辨⋅
寬居⋅ 仁行과 닮은꼴이다. 

大學의 이념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明德을 밝혀, 백성을 가까이하며 至善에 머무는 것13)에서 드러나고 

있다. 至善은 도덕적 결함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格物 ⋅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 修己⋅治人하는 과정14)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順次가 아니고 同時的이며 漸進
的이지만 誠意에서 意志가 발현된다. 明德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부여받은 맑은 德性인데 자신이 먼저 밝혀 

천하에 실현하려는 상이다. 

書經에 ‘선왕이 때로 그 덕에 힘써 공경하여 상제에 짝하 다.’15)는 것에서 敬의 상이 바로 德임을 알 

수 있고, 論語에서 仲弓이 孔子에게 “敬의 마음으로 간략히 행하여 백성을 하면 옳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옳다.”16)고 답한 對話에서, 敬이 바로 백성을 위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禮記에서도, ‘공경하고, 

9) 中庸 22장,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
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10) 中庸 26장, “故至誠, 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11) 中庸 31장,  “唯天下至聖, 爲能聰明睿智, 足以有臨也. 寬裕溫柔, 足以有容也. 發强剛毅, 足以有執也. 齊莊中正, 足以有敬也. 

文理密察, 足以有別也.” 
12) 中庸 20장,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
13) 大學 經 1장,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14) 같은 곳,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15) 書經 ｢太甲｣ 下, “先王惟時, 懋敬厥德, 克配上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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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숙히 생각하고, 안정되게 말하면,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다.17)’는 것은 敬의 效果가 백성을 위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詩經에 나타난 ‘敬’의 의미를 살펴본다. 商頌의 ｢長發｣이다.     

천명을 어기지 않았기에     帝命不違 
탕왕에 이르러 이루었네     至于湯齊 
탕의 誕降 늦지 않아서      湯降不遲 
성스런 덕 날로 나아가      聖敬日躋 
오랫동안 밝게 이르 네     昭假遲遲  
상제께서 이에 좋아하여 上帝是祗 
九域에 법을 펴게 했네 帝命式于九圍 

이 시는 공자가 ‘湯의 덕을 서술한 것’18)이라고 評하 으므로, 넷째 구의 ‘聖敬’은 공자의 견해에 따라 자연

스럽게 ‘성스러운 덕’으로 해석되어 결국 ‘敬’은 ‘德性의 涵養’으로 귀결된다. 곧 湯이 덕성의 함양을 통하여 

하늘을 신하여 천하를 다스렸으므로 경의 효과가 마침내 사회공동의 利益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孟子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性을 아는 것이고 성을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고 하 는데, 바로 마음을 보존

하여 성을 기르는 그 자체가 하늘을 섬기는 것19)이라고 하 다. 性은 하늘로부터 인간이 부여받은 자연의 이

치이다. 그러나 본성은 외부로 드러날 때 감정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이 때 ‘자신에게 돌이켜 찾아’20) 버려

두었던 본성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다. 맹자는,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

다’21)라며 求放心을 제시하 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욕망을 없앨 수는 없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는 것으로 마음 기르기’22)를 주장하여 

浩然之氣를 제시하 다. 호연지기를 義와 道에 짝하는 크고 강한 기운으로 여기고, 이것이 상실되면 위축된다

며, 기르는 방법으로 ‘미리 효과를 기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조장하지 말 것’23)의 세 조목을 강조하 다. 

맹자는 또 ‘誠은 하늘의 道이고 성실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24)라고 하 고, 誠에 하여 ‘만물이 

16) 論語 ｢雍也｣, “仲弓曰, 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 … 然.”
17) 禮記 ｢曲禮｣ 上,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 
18) 禮記 ｢仲尼閒居｣, “孔子曰, 天無私覆 … 上帝是祗,  帝命式于九圍.  是湯之德也.”  
19) 孟子 ｢盡心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20) 孟子 ｢公孫丑上｣, “反求諸己.”
21) 孟子 ｢告子上｣,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22) 孟子 ｢盡心下｣, “養心莫善於寡慾.”
23) 孟子 ｢公孫丑上｣, “我善養吾浩然之氣 …  其爲氣也, 至大至剛. 無是餒也. …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24) 孟子 ｢離婁上｣, “誠者, 天之道也, 思誠者, 人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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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몸에 돌이켜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클 수 없고, 힘써 恕를 행하는 것이 

仁을 구하는 가장 가까운 길’25)이라고 하며, 誠이야말로 자신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仁을 실현할 수 있는 첩경

으로 간주하 다. 아울러 자신이 소유한 四端을 넓혀서 채우면 막 타오르는 불과 막 솟아나는 새물과 같아 

사해를 보존할 수 있다.’26)며, 仁⋅義⋅禮⋅知의 네 가지 德目을 제시하 다. 

論語에서의 性과 天道에 한 언급은 소략한데,27) 孔子는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다.’28)며 인간의 도덕

성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하 을 뿐만 아니라,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 때문에 차이난다.’29)
고 하여 본성이 外物에 의해 변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 다.  

지금까지 先秦儒學에서 언급된 天⋅性⋅命⋅誠⋅敬⋅義⋅道⋅德 등을 살펴보았다. 周易에서는 乾을 하

늘이 운행되는 근본원리로 여기고, 운행이 지속되면 性과 命이 바르게 되어 크게 화합한다고 하 는데, 화합

되는 것은 바로 社會共同이다. 이것은 原始부터 인류가 原形質的으로 가졌던30) 紐帶關係의 발로일 것이다. 

또, 中庸에서 언급된 至誠이 천지의 化育에 참여한다는 것도 참여의 상이 社會共同임이 확인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大學에서 至善에 머물면서 ‘平天下’를 실현하려는 것에서도 실현 상이 사회공동임이 

명백하다. 사회공동은 論語에서도 같은 값으로 나타나 仲弓과 孔子의 화에서 ‘敬의 마음으로 백성을 한

다.’고 하 고, 孟子에서 恕를 行하며 仁을 찾는 것과 四端을 확충하여 四海를 보존하는 것도 모두 사회공동

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天⋅性⋅命⋅誠⋅敬⋅義⋅道⋅德 등에 함의된 궁극적 의미는 모두 바람직한 사회

공동의 公共의 善으로 귀결된다.

결국 사회공동을 유지하기 위한 先決이 性의 회복인데, 이 방법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敬이다. 경은 앞서 

언급된 周易의 ‘敬以直內’에서는 ‘경건하다’는 뜻으로, 中庸에서는 聖人이 德性을 갖추어 ‘존경받는’ 의미

로 인식되었는데, 聰明과 叡智로 공정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 敍述的 前提 다. 書經에서는 敬의 상이 ‘德’
으로, 詩經에서는 바로 德의 의미로 드러났다. 이렇듯 敬의 의미는 廣義로 해석되어 性을 회복 유지하는 

제반 德性의 涵養을 뜻하여 ‘道德的 人格의 完成’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위해 宋代 性理學의 人格修養論은 사람의 욕망을 理致에 따르게 하는 敬工夫로 일관

되었다. 周惇頥(1017~1073)는 ‘誠은 지극히 實하여 거짓이 없고 하늘이 부여하여 사물이 부여받은 바른 이

치’31)로 규정하 고, 程頤는 ‘實理’로 간주하 다.32) 정이는 誠과 敬을 表裏로 보아 敬을 통해서 誠이 됨을33) 

25) 孟子 ｢盡心上｣,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樂莫大焉. 强恕而行, 求仁莫近焉.”
26) 孟子 ｢公孫丑上｣,  “凡有四體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27) 論語 ｢公冶長｣, “夫子之言, 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28) 論語 ｢述而｣, “天生德於予.”
29) 論語 ｢陽貨｣, “性相近也, 習相違也.”
30) 인류학자 로저 키징은 네안데르탈인(Neanderthals) 以前의 人科 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인 아프리카의 호모 하

빌리스(habilis)의 발달된 木居地와 규모의 사냥은 조직적인 사회생활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 다.(現代文化人類學, 현
음사, 1998, 31면)    

31) 周元公集 권1 ｢誠上第1章｣, “誠者至實而無妄之謂, 天所賦物所受之正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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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면서, 敬이야말로 邪念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고, 사념을 막음으로서 성이 보존된다며34) 둘을 하나로 귀

결시켰다. 

張載(1020~1077)는 ‘마음이 性과 情을 통솔한다.’35)고 하 는데, 朱子는 이것을 계승하여 性을 理致로 情
은 性이 운용되어 유출된 것36)으로 규명하 다. 朱子는 誠을 道에 있어서의 실존하는 이치로, 사람에게서의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인식하여, 敬만이 이것을 유지하고 주재할 수 있다37)고 하 다.

本性과 情에 한 朱子의 견해는, 情은 性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性이 드러난 것으로 보았는데, 性을 물로 

情을 물의 흐름으로 비유하 다. 그러므로 情이 善⋅不善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달렸기38) 때문에 

修養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논리이다. 

朱子는 수양을 마음⋅본성⋅감정의 관계에서 규명하 다. 본성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未發]로, 감정

은 마음이 움직인 상태[已發]로 보았는데, 朱子哲學의 이론적 체계는 바로 未發⋅已發이다. 곧 마음이 未發일 

때나 已發일 때를 막론하고 동시에 수양하여 공정하고 無私한 상태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본체는 

본래 善한 것이지만 不善으로 흐른 것은 情이 사물에 이끌렸다39)는 것이다. 곧 慾望⋅衝動⋅私慾⋅安易 등 

외부세계와의 충돌에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수양의 상은 格物⋅窮理⋅居敬⋅涵養을 통하여 公正하고 無私
貫通한 마음으로 未發할 때는 본성을 보존하고 已發할 때는 감정의 中節을 유지하는 것이다. 

敬은 宋代의 新儒學에서 程頤에 의해서 제기되고 朱子에 의해 發展되었다. 程頤는 인격수양의 방법으로 居
敬과 窮理를 강조하 는데, 居敬은 內的이고 窮理는 外的이다. 외적 수양에 해당하는 궁리는 中庸에서는 

道問學으로, 大學에서는 致知⋅格物로 나타났으며, 도문학의 방법으로는 博學⋅審問⋅愼思⋅明辯이 제시

되었다. 주자가 정이의 거경과 궁리의 방법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은 涵養이다. 涵養은 고요한 마음의 본체

를 인식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것인데 窮理에서 한 단계 차원을 상승시킨 것이다. 주자는 林大春을 전송하는 

시에서 종용히 涵泳하면 仁의 體를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 는데, 涵泳하여 從容한 상태는 바로 涵養과 

다름이 없다.   

 

32) 二程粹言 권上 ｢論道篇｣, “曰誠者實理也.”    
33) 같은 곳｣, “子曰誠則無不敬, 未至於誠, 則敬然後誠.”
34) 二程遺書 권18 ｢劉元承手編｣, “敬是閑邪之道, 閑邪存其誠. 雖是兩事然, 亦只是一事, 閑邪則誠自存矣.”
35) 張子全書 권14 ｢性理拾遺｣, “張子曰, 心統性情者也.”
36) 性理大全書 권33 ｢心性情｣, “性只是理, 情是流出運用處.”
37) 晦庵集 권46 ｢答曾致虚｣, “大抵誠字在道則為實有之理,  在人則為實然之心, 而其維持主宰全在敬字.”
38) 朱子語類 권 59, “情不是反於性, 乃性之發處. 性如水, 情如水之流, 情既發則有善有不善, 在人如何耳.”
39) 性理大全書 권33, “(心之)本體無不善, 其流為不善者, 情之遷於物而然也.”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587

제안발표

인의 체 밝히기 어려워 그  의심하니 仁體難明君所疑
명료하게 구하려면 도리어 지리하리라 欲求直截轉支離
성현의 말씀 묘하고 깊어 뜻 무궁하니 聖言妙藴無窮意
함 하여 종용하면 절로 알리라 涵泳從容只自知40)

居敬과 窮理는 이미 先秦儒學에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居敬에 한 서술은 周易에서 ‘君子가 敬으로 안을 

곧게 하고, 義로 밖을 方正하게 하여, 敬과 義가 확립되면 德이 외롭지 않고, 크게 곧고 방정하여, 익히지 않아

도 이롭고, 행하면 의심하지 않는다.’41)는 것과 ‘道德的으로 和順하고 義에 맞게 하여 窮理⋅盡性으로 命에 

이른다.’42)는 것이다.

窮理는 大學에서 誠意의 전제로 제기된 致知와 格物이다.43) 결국 주자가 제시한 居敬과 窮理의 도달점은 

도덕적 주체가 義를 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주자철학의 두 가지 주요 개념은 尊德性⋅道問學인데, 존덕성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稟賦받은 덕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도문학은 후천적으로 학문을 통하여 사물의 이치를 궁

구하여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므로 居敬과 窮理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朱子가 규명한 居敬과 窮理의 개념은 무엇인가? 주자는 論語 ｢雍也｣의 ‘居敬而行簡’을 註釋하면

서 ‘居敬’을 ‘敬으로 自處하여 엄격히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44)으로 규명하 고, ‘理’는 바로 ‘천하의 사물이 

그렇게 되는 까닭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법칙’45)으로 규명하 다. 곧 理를 개별 사물에 존재하는 원리로

서의 ‘그렇게 되는 까닭[所以然之故]’뿐만 아니라 도덕적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법칙[所當然之
則]’을 함께 상으로 삼은 것이다. 또 학자의 공부는 거경과 궁리에 있음을 밝히며 서로 振作시키는 補完關係
로46) 보았다. 학자가 수양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 남에게 仁을 실현하는 것일 터인데, 주자는 敬이 아니면 

仁을 실현하고자하여도 功效를 이룰 수 없다고 하 다.47)

朱子는 張栻의 ｢主一箴｣48)을 읽고 그 뜻을 정리하여 경을 실천하는 지침으로   ｢敬齋箴｣을 지어 書齋의 

40) 性理大全書 권70 ｢送林熈之二首｣ 중 첫째 수.  

41) 周易 ｢坤卦｣, “君子敬以直内,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直方大不習无不利, 則不疑其所行也.”
42) 周易 ｢設卦｣, “和順於道德, 而理於義, 窮理盡性, 以至於命.” 
43) 大學 經 1장,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 在格物.”
44) 論語通卷 권3 ｢雍也｣ 제6, “自處以敬, 則中有主而自治嚴.” 
45) 四書或問 ｢大學｣ 經 1장, “天下之物, 則必各有所以然之故, 與其所當然之則, 所謂理也.”
46) 朱子語類 권9, “學者工夫, 唯在居敬窮理二事. 此二事互相發, 能窮理則居敬工夫日益進, 能居敬則   窮理工夫日益宻.”
47) 晦庵集 권32 ｢答張欽夫｣, “人雖欲仁而或不敬, 則無以致求仁之功.”
48) 性理大全書 권70, ｢主一箴｣,

사람은 하늘로 성을 받아 人禀天性 
태어날 때는 곧았으니 其生也直 
그 떳떳함을 삼가하면 克慎厥彛 
곧 잘못됨이 없으리라 則靡有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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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쓰고 경계를 삼았다.49) 4言 40句인데 前半을 살핀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正其衣冠 
시선을 높게 하여서 尊其瞻視 
마음 차분히 지내며 潛心以居 
상제를 보듯이 하라 對越上帝
걸음걸이 꼭 무겁게 足容必重
손가짐은 꼭 공손히 手容必恭
땅을 가려서 밟으며 擇地而蹈
개미집도 피해 가라 折旋蟻封
문 나서면 손님 맞듯이 出門如賔
일은 제사지내는 듯 承事如祭
두려워서 몸 떠는 마음 戰戰兢兢
혹여 소홀하지 말라 罔敢或易

사물에 한 느낌들이 事物之感 
아침저녁으로 어지러우니 紛綸朝夕 
움직일 때 조절치 않으면 動而無節 
살아가는 길 멈출 것이라 生道或息 
배움에 요령이 있으니 惟學有要 
경을 보전하여 잃지 말라 持敬勿失 
지키고 버림 증험하면 驗厥操舎  
이윽고 들고 남을 알리라 乃知出入 
어찌하면 경이 될까나 曷為其敬 
참으로 주일에 달렸네 妙在主一 
어찌하면 하나가 되나 曷為其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며 惟以無適 
벗어난 생각이 없을 것뿐 居無越思 
일할 때 딴 생각 말고 事靡他及 
마음속 무젖도록 하여 涵泳於中 
잊지 말고 조급하지 않아 匪忘匪亟 
순간이나 급할 때도 斯須造次
지키고 또 쌓는다면 是保是積 
오래되면 곧 그윽하여 既乆而精 
이에 공정하게 되리라 乃㑹於極 
힘쓰며 게으르지 말고 勉哉勿倦 
성현을 본받을 것이라 聖賢可則
마지막 셋째 句 ‘乃會於極’은 ‘마침내 極에 모이리라’는 뜻이지만 書經 ｢洪範｣,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의 서술구조를 참작하고, ｢主一箴｣에서의 敬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감안하여 알기 쉽도록 類推하여 ‘이
에 공정하게 되리’로 해석한다. 

49) ｢敬齋箴｣, “讀敬夫主一箴, 掇其遺意, 作敬齋箴, 書齋壁以自警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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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처럼 입을 다물고 守口如瓶
욕심은 성을 지키는 듯 防意如城
정성껏 또 공경하며 洞洞屬屬
혹여 경솔하지 말라 㒺敢或輕
동으로 서쪽 가지 말고 不西以東
북으로 남쪽 가지 말라 不南以北
일을 맡으면 살펴서 當事而存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靡他其適

앞 4句는 몸가짐을 바르게 할 것, 시선을 높게 할 것, 上帝를 하듯 공경할 것 등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유의하여야 할 점을 기술하 고, 이어 5句에서 8句까지는 움직일 때의 모습을, 이어서 接人과 接物의 요령 

및 內的 修養과 專一한 일처리 등 유념할 조목을 摘出하 다. 後半을 살핀다.      

둘이라고 두 마음 말고  弗貳以二
셋이라고 세 마음 말라 弗參以三
오직 마음 한결같이 惟心惟一
여러 변화를 살피라 萬變是監
여기에 마음 다하면  從事於斯
경을 지킨다 하겠네 是曰持敬
동정에 어김이 없고 動靜無違
표리가 모두 바르게 表裏交正
잠시라도 틈 생기면 須臾有間
사욕이 여러 실마리 私欲萬端
불이 없어도 뜨겁고 不火而熱
얼음 없어도 차갑네 不氷而寒
털끝이라도 어긋난다면  毫釐有差
하늘과 땅 뒤바뀌네   天壤易處
삼강이 다 없어지면     三綱既淪
홍범구주도 무너진다네 九法亦斁
아 젊은 사람들이여 於乎小子
생각하고 공경할지어다 念哉敬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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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써서 경계삼아 墨卿司戒
감히 마음에 말한다 敢告靈臺

專一한 일처리뿐만 아니라 사물의 변화에 응할 것과 動靜이 모두 바를 것, 겉과 속이 한결같기를 열거하

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인간관계가 혼란해지는 것을 지적하며 마음에 일깨우는 형식을 취하여, 경 공부의 

여러 조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 다.      

敬은 程子가 ‘主一無適’50)이라 하 고 張栻이 ｢主一箴｣을 지었듯이 ‘主一’로 代稱된다. 主는 뜻을 두는 곳이

고 一은 誠이므로,51) 결국 敬은 誠에 집중하는 인격수양이다. 주자는, 敬이 內面에 한결같이 바르면 조그마한 

私曲도 없지만, 敬하지 못하면 온갖 計較가 일어나 한 사람이 이로우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편안할 수 없다52)며 敬의 效를 無私公正한 것으로 인식하 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敬은 先秦時代에 周易⋅中庸⋅大學⋅書經⋅詩經 論語⋅孟子⋅
禮記 등에서 사회공공의 공동의 善을 달성하기 위한 德性의 涵養으로 표출되어 ‘道德的 人格의 完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념은 先秦儒學에 국한되지 않고 宋의 新儒學으로 이어져 性理學에서는 人格收養論으로 

거듭 태어나 ‘無私公正’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성리학은 고려 때 수입되어 조선에서 확장의 과정을 거치며 

시 적 요구에 따라 敬의 意味가 多樣化되었다.   

2. 時代的 意味 

성리학은 일찍이 고려 때 수입되어 점차 보편화 되었다. 吁齋 趙浚(1346~1405) 등은 “敬은 帝王이 聖人이 

되는 터전이고, 公은 帝王이 治世를 이루는 근본이니, 위로 皇天의 鑑臨을 두려워하고 아래로 백성의 瞻仰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53)라고 하여 君王의 德目으로 ‘敬’과 ‘公’을 건의하 다. 敬으로 드러나는 효과는 無私
公正이므로 결국 敬의 體와 用을 함께 奏請하 던 것이다.   

이후 성리학은 조선에 이르러 널리 보급되고 심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蒲渚 趙翼(1579~1655)은 敬을 聖門
의 綱領, 存養하는 要法으로 보아 경에 專一하면 內外와 精粗의 구분이 없다54)고 하 다.

50) 程頤는 主一이 바로 敬이라며 경 공부를 위해 ‘主一無適’을 주장하였는데,(朱子論學切要語 권1, “程子主一無適之云, 只是持

守得定, 不馳騖走作之意耳. 持守得定, 而不馳騖走作, 即是主一, 主一即是敬.”) 이는 整齊嚴肅⋅常惺惺法⋅其心收斂不容一物

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明儒學案 卷46 ｢諸儒學案｣ 上4, “主一無適, 曰整齊嚴肅, 曰常惺惺法, 曰其心收斂不容一

物.”)

51) 二程遺書 권24, “主一者謂之敬, 一者謂之誠, 主則有意在.”

52) 朱子語類 권44 ｢論語｣26, “敬時內面一齊直, 徹上徹下, 更無些子私曲. 若不敬則, 內面百般計較做出來, 皆是私心欲, 利甲必

害乙, 利乙必害丙, 如何得安?” 

53) 高麗史節要 권34 恭讓王 己巳元年 條, “大司憲趙浚等，上疏曰，敬之一字，帝王所以作聖之基，公之一字，帝王所以致治之

本，請殿下，上畏皇天之鑑臨，下畏億兆之瞻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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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 李滉(1501~1570)은 성리학을 수용하여 집 성하 다. 이황은 ‘敬을 聖學의 始作과 歸結點으로55) 보

고 存養을 중시하 다. 그는 栗谷 李珥에게 보내는 書翰에서, ‘窮理는 실천으로 체험해야 비로소 바로 알게 

되고, 主敬은 마음이 두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아야만 실제로 얻게 된다.’56)라며 양자의 실천적 體得과 主一
을 권유하 다. 또, 敬을 學問의 요체로 보고 사람이 學問⋅일⋅意 등 일상의 動靜에 敬을 위주로 할 것을 

주장하 다.57) 

栗谷 李珥는 ‘敬’을 학문하는 사람이 처음과 끝을 이루는 所以로 여기고, ‘誠’을 가르치는 자가 자신과 남을 

완성하는 所以로 규명하면서, 인은 理致에 마땅하여 私心이 없다고 하 는데,58) 敬과 誠이 결국 仁으로 이어

져야하는 當爲性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天道의 誠은 자연의 流行과 만물을 化育하는 삼라만상의 변하지 않는 이치이고, 人道의 誠이 準據의 상으

로 삼는 規範이다. 誠의 功效는 誠의 用으로 나타나, 人道의 誠이 行動을 誘發하여 誠之⋅誠意⋅誠身 등 實功
에 着手하는 行動的 결과이다. 中庸은 도덕의 근원과 삼라만상 및 인간의 존재성에 한 의미부여와 인간이 

실행할 當爲的 지침을 서술하고 있다. 中庸 首章에서는, 喜⋅怒⋅哀⋅樂이 未發일 때를 中이라여겨 천하의 

大本으로 보았고, 喜⋅怒⋅哀⋅樂이 發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하여 천하의 공통된 道로 간주하 다. 

바로 中과 和를 가장 비중 있게 인식하고 이 두 가지의 온전한 상태인 致中和가 천지의 만물을 生育할 수 있다

고 하 다.59)      

白湖 尹鑴(1617~1680)는 致中和가 이루어져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생장하는 것은, 군자가 도를 닦

아 확충한 공부가 지극하여 事天⋅爲己의 형태로 드러난  자연의 효과60)라고 하여, 천지의 운행과 군자의 

덕성을 동일시하 다. 그는 ‘敬’에 한 의미를 ‘몸을 주관하고 마음을 보존하여 하늘의 법칙을 따라, 자신을 

닦아 남을 편하게 하며 덕에 힘쓰고 하늘에 짝하여, 천하의 표준을 세워 만사의 조화를 주재하는 것’61)이라고 

해석하여, 덕을 닦은 군자의 지향점을 높이 끌어 올렸다.    

霞谷 鄭齊斗(1649~1736)는 中庸 首章의 첫 구절, ‘하늘이 命한 것을 性으로, 성을 따르는 것을 道로, 도

54) 浦渚集 권9 ｢朱子論敬要語｣, “敬之一字, 眞聖門之綱1, 存養之要法. 一主乎此, 更無內外精粗之間.” 

55) 退溪集 권7 ｢進聖學十圖箚｣, “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

56) 退溪集 권14 ｢答李叔獻｣, “故窮理而驗於踐履, 始爲眞知, 主敬而能無二三, 方爲實得.”

57) 退溪集 권28 ｢答金惇敍｣, “大抵人之爲學, 勿論有事無事, 有意無意, 惟當敬以爲主.”

58) 栗谷全書拾遺 권6 ｢四子立言不同疑｣, “敬也者, 學者之所以成始成終者也, 誠也者, 敎者之所以成己成物者也. 仁則當於理而

無私心之謂也.”

59) 中庸 1장, “喜怒哀樂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60) 白湖全書 권25, ｢公孤職掌圖說｣, “至於致中和天地位萬物育云者, 又所以極‘君子修道擴充之功, 而有以著‘事天爲己自然之

效也.” 

61)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儀｣, “敬也者, 所以主此身而存此心, 以循‘天則者也, 所以修己安人, 懋德配天, 以之立天下之極, 

而宰萬事之化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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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닦는 것을 敎[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로 서술된 내용을 규명하면서 ‘이것이 곧 中庸 전체

의 綱領⋅主目이고 나머지 글들은 모두 이것을 미루어 밝힌 것뿐이다.’62) 라고 하 는데, 陽明學의 王守仁이, 

‘ 中庸 한 책은 모두 修道의 일을 말한 것이다.’63)라고 한 것과 類似點이 있다. 정제두의 中庸에 한 관점

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늘은 一元의 전체로서 도의 큰 근원이다. 명은 부여하는 것이다. 성은 사람의 마음에 부여된 하늘이니 

사람이 주체이다.(하늘의 실체이다) 率은 따르는 것이니 자연에 말미암는 것이다. 도는 인심의 본연의 이치이

니 성의 본체이다.(성의 實事이다) 修는 닦는 것이니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敎는 본받아서 한다는 뜻이니 

도에 회복하는 것이다.64)      

그 중 性에 한 개념을 ‘사람의 마음에 부여된 하늘’이라고 정의하여 사람이 주체임을 밝혔고 또, 修와 敎도 

모두 일반사람[人]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하 다. 

한편 朱子는 性에 하여, ‘性은 理이다. 하늘이 陰陽⋅五行으로 만물을 化生하여 氣로 形體를 이루고 理도 

부여하니 명령하는 것과 같다. 이에 사람과 만물이 생겨나고 각각 부여받은 이치를 얻어서 健順⋅五常의 德을 

삼으니 性이라는 것이다.’65)라고 하여 ‘性卽理’를 理氣論으로 演繹하 다. 또 주자는 ‘성인이 人物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품절하여 천하에 법으로 삼았다.’66)고 하여 修道의 주체를 聖人으로 보았는데, 정제두는 性을 

‘사람의 마음에 부여된 하늘’로 규명하여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차이점을 드러내었고, 修道의 주체도 일반사람

[人]으로 보아, 사람이면 누구든지 수양을 통하여 도에 회복할 수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가졌다. 또 生理를 

眞理로 여겨, ‘하늘과 땅의 큰 덕을 生이라 한다. 그러므로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 生命의 으뜸이므로, 이것

을 본받는 것이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라도 취하지 않으며, 이익이 되더라도 차지하지 않는다.’67)며 도덕적 

규범을 드러내었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訓詁學⋅儒學⋅禮學⋅老莊學⋅佛敎學⋅考證學⋅實學 및 西歐의 宗敎와 과학 

등을 섭렵하여 實踐哲學을 추구하 다.68) 그는 ‘濂洛에 이르러 先後로 잇고 지은 것을 朱夫子가 집 성하여 

62) 霞谷集 권12 ｢中庸說｣, “此爲一篇之綱1主目, 下文皆以推明此之工‘義解而已.”

63) 傳習錄, “中庸一書, 大抵皆是說修道的事.”

64) 霞谷集 권12 ｢中庸說｣, “天者, 一元之全體, 道之大原也. 命, 賦之也. 性者, 人心所稟之天, 人之主體也.(天之實體) 率, 循也, 

由之自然也. 道者, 人心本然之理, 性之本體也.(性之實事) 修, 脩之也. 事之在人也, 敎者, 效而爲之之義, 道之所復也.” 

65) 中庸章句大全 上, “性即理也. 天以隂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而理亦賦焉, 猶命令也. 於是, 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為健順五常之徳, 所謂性也.”

66) 같은 곳, “聖人, 因人物之所當行者, 而品節之, 以為法於天下.”        
67) 霞谷集 권8 ｢一點生理說｣, “所謂天地之大德曰生, 然惟其本有之衷爲之命元. 故有不則乎此也, 則生亦有所不取, 利亦有所不

居.”
68) 다산은 ｢應旨論農政疏｣에서 便農⋅厚農 ⋅上農의 세 가지 조목을 건의하 다.(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九卷 ｢應旨論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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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년 동안 전해오지 않았던 실마리를 얻었다. 情을 검속하여 復性하는 것으로 聖學의 기틀을 삼고, 窮理⋅格
物로 治平의 근본으로 삼고, 主一無適으로 敬을 삼고, 當理⋅無私로 仁을 삼았다.’69)며 긍정적으로 程朱學을 

수용하 다.    

그러나 誠敬思想과 관련한 主靜說은 否定하 다. 

  

程子는, ‘聖人의 마음은 明鏡止水와 같다.’70)하 고, 朱子는, ‘성인의 마음은 未發일 때 水鏡의 體가 되고 

旣發하면 수경의 用이 된다.’71) 하 다. 지금 살펴보면 明鏡止水의 내용은 佛家에서 나온 것인데, 心體가 虛明
하고 靜寂함이 水鏡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름지기 無思⋅無慮하고 不戒⋅不懼하여 조금도 움직

이지 않아야 이런 광경이 있게 된다. 성인은 미발할 때 戒愼⋅恐懼하고 慮事⋅窮理하여 심할 경우는 하루 종

일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자지도 않는다. 공자와 같이 思慮하는 것을 어찌 명경지수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명경지수는 虛明하다한다면 옳겠지만 中이라한다면 옳지 않다. 中은 不偏⋅不倚의 이름이니, 반드시 

사람이 事物을 商度하고 義理를 裁量하여 權衡과 尺度를 森嚴하게 마음에 늘어놓아 偏倚⋅矯激한 病痛이 없어

진 뒤라야 바야흐로 中이라고 할 수 있고 大本이라 할 수 있다.72)

                     

라고 하여 주정설을 부정하고 主行을 말하 다. 그는 또 喜⋅怒⋅哀⋅樂의 일을 일일이 점검하여 天命에 

징험하여야 비로소 中을 얻을 수 있다73)며 실천을 주장하 는데, 修己를 體로 治人을 用으로 보아 義와 仁의 

상호작용을 중시하 다.  

군자의 학문은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修己이고 다른 하나는 治人이다. 수기는 나를 다듬는 

것이고 치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다듬는 것은 義가 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仁이 되니 仁과 義는 

서로 작용하므로 하나라도 그만 둘 수 없다.74)  

政疏｣, “一曰便農, 將以佚之也. 二曰厚農, 將以利之也. 三曰上農, 將以尊之也.”)
69)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二十卷 ｢又書｣, “至濂洛諸賢, 先後繼作, 而朱夫子集其大成, 始得千載不傳之緖. 以約情復性, 爲

聖學之基. 以窮理格物, 爲治平之本, 主一無適之爲敬, 當理無私之爲仁.”
70) 朱子語類 권97 ｢程子之書｣ 3, “程先生云, … 聖人之心, 如明鏡止水.”
71) 四書或問 권3 ｢中庸｣, “聖人之心, 未發則為水鏡之體, 既發則為水鏡之用.”
72)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四卷 中庸講義補卷一 ｢喜怒哀樂未發節｣, “程子曰聖人之心, 如明鏡止水. 朱子曰聖人之心, 未發則

爲水鏡之體, 旣發則爲水鏡之用. 今按明鏡止水之說, 起於佛家, 謂心體之虛明靜寂, 如水鏡也. 然此須無思無慮, 不戒不懼, 一
毫不動而後有此光景. 聖人於未發之時, 戒愼恐懼, 慮事窮理, 甚至有終日不食, 終夜不寢. 以爲思慮, 如孔子者, 安得以明鏡止
水喩之乎? 且明鏡止水, 謂之虛明則可, 謂之中則不可. 中也者, 不偏不倚之名, 必其人商度事物, 裁量義理, 其權衡尺度, 森列
在心, 無偏倚矯激之病, 然後方可曰中, 方可曰大本.”

73) 같은 곳, “又可喜可怒可哀可樂之事, 一一點檢, 驗諸天命, 然後方可以得中.” 
74) 孟子要義, “君子之學, 不出二者, 一曰修己, 二曰治人. 修己者所以善我也, 治人者所以愛人也. 善我爲義, 愛人爲仁, 仁義相

用, 不可偏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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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학문은 洙泗學에 淵源을 두어, ‘孔子의 도를 修己⋅治人으로’75) 인식하 다. 그는 性을 嗜好로만 

간주하여76) 性에 도덕적 개념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또 天理가 人性의 기틀이 될 수 없고 理는 愛憎이나 喜怒
가 없다77)하며 天理의 無感性을 주장하 다. 그는 ‘理는 본래 知와 能이 없다.’78)고 하여 主知主義的 心學을 

비판하면서 主行主義的 心身學을 主張하 는데, 몸과 마음이 妙合 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은 正心이 곧 正身
하는 것과 같으므로 두 층의 공부가 없다는 점으로79) 主行主義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茶山의 經世的 측
면은 栗谷의 學脈에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80) 

다산이 誠의 본체적 개념을 거부하고 用的인 부분만 인정하여 實踐的 槪念으로 간주한 것은 敬天⋅事天的 
인식인데, 戒愼⋅恐懼가 修己⋅治人이 된다는 誠敬의 用的 해석이다. 그는 誠은 恕에 정성스러운 것이고, 敬
은 禮로 돌아가는 것인데 仁이 되게 하는 것은 誠과 敬이므로 恐懼⋅戒愼하여 上帝를 밝게 섬기면 바로 仁이 

되며, 太極을 尊崇하거나 理致를 하늘로 여긴다고 仁이 될 수 없다며 事天을 주장하 다.81)

事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孟子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性을 아는 것이고, 성을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마음을 보존하여 성을 기름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에서 유래

된 것으로, 實學으로 연결되는 다산의 학문적 연원이 공자와 맹자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산의 主行主義的 관점은, 誠과 敬을 실천윤리로 설명하면서 爲己⋅爲人⋅爲天을 修己의 體로, 治人을 用
으로 삼아, 求仁을 事天의 要諦로 보았다. 그는 誠을 聖人으로 간주하여 生知⋅安行하는 聖人으로, ‘誠之’는 

聖人이 되려고 學知困知⋅利行勉行하는 사람82)으로 인식하여, ‘덕성이 天命이고 덕성을 높이는 것이 至誠’83)
이라고 하 다.  

지금까지 고려부터 조선 후기(19c 초)까지의 誠敬에 한 時代的 意味를 살펴보았다. 고려 때는 君王의 덕

목으로 公과 함께 敬이 建議 되었고, 조선에 이르러 李滉은 敬을 聖學의 始終으로 인식하여 학문의 요체로 

삼았으며, 李珥는 敬을 學者가 ‘始終을 이루는 까닭’으로 규명하 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고, 陽明學이 전래되자 경의 의미는 현실에 適應⋅對處하려고 모색한다. 윤휴는 

敬을 ‘몸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하여 만사의 조화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정제두는 中庸의 首章에

서 언급된 性과 修道의 主體를 모두 사람으로 간주하 을 뿐만 아니라 生理를 眞理로 규명하 다. 정약용은 

75)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十七卷 ｢爲盤山丁修七贈言｣, “孔子之道, 修己治人而已.”
76) 與猶堂全書 ｢中庸自箴｣, “性者, 心之所嗜好也.” 
77) 孟子要義, “夫理者何物, 理無愛憎, 理無喜怒.”  
78) 與猶堂全書 ｢中庸自箴｣, “理本無知, 亦無威能.”
79) 與猶堂全書 ｢大學公議｣, “身心妙合, 不可分言, 正心卽所以正身, 無二層工夫也.”
80) 金泰泳, ｢茶山의 誠敬思想 硏究｣, 호서문화연구 제7집, 94면.

81) 與猶堂全書 ｢自撰墓誌銘｣, “誠也者, 誠乎恕也. 敬也者, 復乎禮也. 以之爲仁者, 誠與敬也. 然恐懼戒愼, 昭事上帝則可以爲仁. 

虛尊太極, 以理爲天則不可以爲仁, 歸事天而已.”
82) 與猶堂全書 ｢中庸自箴｣, “箴曰誠者, 聖人之別名. … 誠者生知安行之聖人也. 誠之者學知困知利行勉行之人也.”
83) 與猶堂全書 ｢中庸講義補｣, “德性者天命也, 尊德性者至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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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와 孟子에 학문적 연원을 두고 修己와 治人을 주장하여 求仁을 事天의 要諦로 보았다.       

이와 같이 敬의 의미는 시 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 다. 그러나 시 적 상황과 요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지도자의 자세’로 드러났다. 결국 현 적 敬의 의미는 ‘眞理를 

實現하는 指導者의 德目’으로 정의되어도 좋을 것 같다.  

3. 農政에 드러난 意義 

앞서 敬의 含意를 살피면서 性理學的 槪念과 時代的 意味로 고찰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先人들은 

敬의 意義를 어떻게 農業政策에 적용하 는지를 찾아내어 경의 함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에 서술할 농업경 의 

징검다리로 삼아본다.

詩經 豳風의 ｢七月｣은 일 년 동안의 농경사회의 일상을 월별로 기술한 것이다.    

칠월에 화성이 서로 옮겨 七月流火 
구월에 옷을 나누어 주네 九月授衣 
동짓달은 찬바람 불고 一之日觱發 
섣달은 추위가 닥치네 二之日栗烈 
여러 옷가지가 없으면 無衣無褐 
어떻게 해를 넘기겠나 何以卒歲 
일월엔 쟁기 손질하고 三之日于耜 
이월에는 논밭을 가네 四之日擧趾 
아내는 자식들과 함께 同我婦子 
남쪽 밭에 들 밥 날라 饁彼南畝 
권농이 보고 기뻐하네 田畯至喜

 

周代의 농촌생활이 묘사되었다. 농한기인 7월에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이 시는 9월에 추운 겨울을 비하여 

옷을 장만하는 등 월동준비와 봄을 맞은 농가의 일상을 월별로 간략하게 드러내고 있다. 농기구의 손질과 밭 

갈기 등을 그렸는데, 농사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勸農하는 農政擔當官이 안심하며 기뻐하는 모

습도 보인다. 제 2수이다.    

칠월에 화성이 서로 옮겨 七月流火 
구월에 옷을 나누어 주네 九月授衣 
봄볕 따뜻하여 春日載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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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우는데 有鳴倉庚
아가씨 깊은 광주리 들고 女執懿筐 
저 오솔길을 따라서 遵彼微行 
부드러운 뽕잎 따네 爰求柔桑 
봄날은 길고도 길어 春日遲遲 
수북하게 쑥을 뜯네 采蘩祁祁 
아가씨 마음 외로워 女心傷悲 
공자와 함께 살고 싶어라 殆及公子同歸 

1~2 구는 序言으로 반복되었고 이어 봄을 맞은 아가씨의 분주한 움직임이 그려지고, 광주리에 뽕을 따고 

쑥을 뜯으며 공자를 그리워하는 건강한 女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詩情은 현재의 우리 농촌 풍경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셋째 수를 본다.       

칠월에 화성이 서로 옮겨 七月流火 
팔월에 갈 를 베네 八月萑葦 
누에 철에 뽕가지 치려고 蠶月條桑 
도끼를 가지고 가서 取彼斧斨 
멀리 뻗은 가지들은 베고 以伐遠揚
가냘픈 가지는 잎만 따네 猗彼女桑 
칠월에 왜가리 울어 七月鳴鵙 
팔월에 길쌈을 하네 八月載績 
검정 노랑 물들이어 載玄載黃 
가장 곱다란 붉은 천으로 我朱孔陽 
공자 옷을 지어 드려야지 爲公子裳 

詩經에서의 田園詩의 濫觴으로 여겨지는 작품으로는 질경이 채취를 그린 周南의 ｢芣苢｣, 뽕을 채취하는 

魏風의 ｢十畝之聞｣, 너새를 묘사한 ｢鴇羽｣ 등 다수의 詩作이 나타나고 있다. ｢七月｣의 제 4수는 부분 사냥에 

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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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에 아기 풀 패고 四月秀葽 
오월에 매미 울어 五月鳴蜩
팔월에 곡식 거둬 八月其穫 
시월에 낙엽 지네 十月隕蘀 
동짓달 사냥 나가 一之日于貉
여우 삵을 잡아서 取彼狐貍 
공자님 갖옷 짓네 爲公子裘 
섣달에 함께 모여 二之日其同 
무예를 계속 익혀 載纘武功 
작은 돼지는 갖고 言私其豵 
큰 돼지는 바치네 獻豣于公

｢七月｣은 모두 8수인데, 제 5수는 여치⋅베짱이⋅귀뚜라미 등 곤충에 하여 묘사한 것으로 특히 귀뚜라미

의 생태에 한 기술은 매우 자세하다. 이어 쥐구멍을 불로 그을려 막고, 北窓의 寒氣를 차단하기 위해 진흙으

로 문을 바르는 등 가족이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월동준비에 바쁜 정경이 이어진다. 

  

오월에는 여치 울고 五月斯螽動股 
유월에 베짱이 우네 六月莎雞振羽 
칠월엔 들에 있다가 七月在野 
팔월에는 처마 밑에 八月在宇 
구월에는 문짝 앞에 九月在戶 
시월 되면 귀뚜라미 十月蟋蟀 
침상 밑에 기어드네 入我牀下 
쥐구멍 막고 그을려 穹窒熏鼠 
북 창 막고 문 발라 塞向墐戶 
아 우리 처자들이여 嗟我婦子 
한해가 바뀌려 하니 曰爲改歲 
집에 들어와 살도록 入此室處 

이하 제 6수는 머루⋅아욱⋅콩⋅ 추⋅참외⋅박⋅씀바귀 등과 씨앗의 갈무리, 벼 수확에 하여 기술하

으며,84) 제 7수는 추수하기 위해 채소밭을 마당으로 다지는 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여 거두어들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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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곡식에 하여 풍성하게 서술하 고, 이어 다음해 농사를 기약하기 위해 집을 손질하는 모습으로 전개하

다.85) 제 8수는 伐氷을 서두로, 祭祀에 한 기술에 이어 公廳에서 술로 君主의 만수무강을 축수하는 내용으

로 매듭지었다.86) 

이 豳風 ｢七月｣은 그 후 南宋 때 高宗이 馬和之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하 는데87) 농사짓는 백성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려는 의도 다. ｢七月｣에 묘사된 이러한 농촌사회의 평온은 국가가 위기에 봉착되면 지속될 수 없

다. 고려 우왕 때 환란이 잦자 諫官 鄭釐(~1367~)⋅朴宜中 등이 상소하 다. 

근년에 왜적이 날로 극성을 부려 깊숙이 쳐들어와 도적질하며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하며 가옥에 불 지르고 

84) 유월엔 아가위 머루 먹고 六月食鬱及薁 
칠월엔 아욱과 콩을 삶네 七月亨葵及菽 
팔월엔 추 떨고 八月剝棗 
시월엔 벼를 베어 十月穫稻  
봄 술을 만들어서 爲此春酒 
노인께 술 올려 축수하네 以介眉壽 
칠월엔 참외 먹고 七月食瓜 
팔월엔 박을 따며 八月斷壺 
구월엔 삼씨 줍고 九月叔苴 
씀바귀 캐고 잔가지 베어 采荼薪樗 
우리 농부 먹이네 食我農夫 

85) 구월에 장포를 다져 九月築場圃 
시월에 곡식 거두네 十月納禾稼 
기장 수수 늦곡식 올곡식 黍稷重穋
벼 삼 콩 보리 禾麻菽麥
아 우리 농부들이여 嗟我農夫 
우리 곡식 이미 모았으니 我稼旣同 
마을로 들어 집 손질하세 上入執宮功 
낮에 띠풀 베고 晝爾于茅 
밤에 새끼 꼬아 宵爾索綯 
빨리 지붕을 이어야 亟其乘屋 
온 곡식을 뿌리겠지 其始播百穀 

86) 섣달에는 쾅쾅 얼음 깨어 二之日鑿氷沖沖 
정월에 창고에 넣네 三之日納于凌陰 
이월에는 아침 일찍 四之日其蚤 
염소와 부추로 제사 올려 獻羔祭韭 
구월에 서리 내리니 九月肅霜 
시월에 마당 치우네 十月滌場 
두 통 술로 잔치 여니 朋酒斯饗 
염소 잡아 마련하 네 曰殺羔羊 
저 공당에 올라 躋彼公堂 
뿔 술잔 잡고서 稱彼兕觥 
오래 오래 사시옵소서  萬壽無疆 

87) 欽定日下舊聞考 권15, “宋髙宗所書毛詩, 及馬和之所繪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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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뜨려 州郡이 凋殘하고 田野가 황폐해졌습니다. 더구나 수해와 한해가 겹쳐 죽은 시체가 서로 이어지고 

창고가 비어 용도가 모자랍니다. 또 草賊이 몰래 일어나 마음 로 죽여서 백성이 흩어지고 父子가 함께 살 

수 없으니 禍亂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           
원하옵건  酒色과 歌舞를 즐기지 마시고 매와 개를 모는 사냥 놀이를 끊고, 성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충직한 사람을 거스르지 말고, 덕이 높은 노인을 멀리하지 말고, 못된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검소

함을 숭상하고 안일함을 경계하여 참소를 멀리하고, 간언을 받아들여 어진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간사한 사람

을 내치어, 밤낮으로 부지런 하여 조심하고 삼가며, 항상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힘쓴다면 帝業을 길이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88)  

왜적이 침입하여 백성의 목숨이 위태롭고 거주지가 소실되고 논밭이 황폐된 상황에서 水害와 旱害가 겹치

고 설상가상으로 구제할 창고의 곡식마저 바닥나는 총체적 위기가 닥치자, 諫官이 모든 향락을 중지하고 덕성

을 쌓아 ‘하늘을 공경하며[敬天] 民事에 힘쓸 것’을 건의하 다. 바로 ‘敬天⋅愛人’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실마

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는 조적으로 적극적인 농업장려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堤堰의 축조를 건의하는 卞季良
(1369~1430)의 上書이다.  

신 아무개 등은 말씀드립니다. 삼가 생각하건 , 나라를 보존하는 길은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고,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요체는 다만 농업에 힘쓰는 것뿐입니다. 나라에서의 농업은 물의 근원 같고 

나무의 뿌리 같아서, 참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의 식량이 남았고 9년을 농사지

으면 3년의 식량이 남아서, 30년의 國用을 비축하면 수해나 한해가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라에 30

년의 비축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前朝의 末葉에 勢道家가 방자하여 公室이 衰微하고 用度가 많아 창고가 바닥나자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삼

가 태조께서 먼저 논밭의 경계를 바로잡아 公家와 私家가 넉넉해졌지만, 시작한지 오래지 않아 軍國의 須要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聖上께서 帝業을 유지하고 지켜 聖學에 潛心하여 儒道의 바른 源流와 

異端의 잘못된 학술을 洞見하시고 儀章과 法度를 한결같이 禮制에 따르고, 안팎의 모든 옳지 않는 제사를 크

게 革罷하고 온갖 禪敎의 각 종파와 사찰에서의 명목 없는 지출을 모두 停罷하 습니다. 

삼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儉約을 숭상하고 사치를 척결하는 데에 힘쓰고, 국가의 용도를 절약

88) 高麗史節要 권31 辛禑[二], “諫官鄭釐，朴宜中等，上疏曰，比年以來，倭賊日熾，深入爲寇，殺掠人民，焚毀盧舍，州郡凋
弊，田野荒蕪. 加之水旱饑饉荐臻，而餓殍相望，倉廩虛耗而用度不足. 又草賊竊發，私相屠戮，人民離散，父子不保，禍亂之
極，莫此爲甚. … 願徹酒色歌舞之樂，絶鷹犬遊畋之戲，無侮聖言，無逆忠直，無遠耆德，無比頑童，崇素儉戒逸豫，遠讒聽
諫，任賢去邪，夙夜孜孜，小心翼翼，常以敬天勤民爲務, 則盈成之業，可以永保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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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저축을 늘려서 지금 안팎의 창고에 쌓인 수량이 390여만 석에 이르니, 우리 동방에 예로부터 일찍이 없

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漢 文帝 때 太倉의 곡식이 붉게 썩을 만큼 쌓인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89)

나라 보전의 방안으로 충분한 식량의 확보를 강조하면서 농업에 힘써 식량의 비축을 건의하 다. 이어지는 

上書는 聖學에 潛心하고 異端을 척결하여 명목 없는 지출을 줄이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재정을 

확보한 태조의 공업을 칭송하 는데, 바로 敬天의 이념으로 愛人이 실현된 것을 거론하 다.

   이어서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놀리는 땅과 남는 인력이 없도록 할 것과 전국의 水利施設을 점검하고 

경작 가능한 토지의 면적과 거주 가능한 환경, 인구수용의 可能値 등을 감사에게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농사에 해박한 사람을 파견하여 다음해의 농사에 비하도록 건의하 다. 또 일의 성사는 적정한 지형의 

선택, 정 한 계획, 부지런한 권농 등이 요구된다며 적임자의 기용으로 國家利益의 圖謀를 언급하 다.90)  

살펴본 것과 같이 이 上書에서도 敬天의 이념을 바탕으로 愛人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한 사실과 수리

시설의 확충으로 항구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볼 수 있다.  

三峯 鄭道傳(1342~1398)은 歷代의 名宰相을 列擧하면서, ‘李迪이 宮의 창고를 풀어 흉년에 비하도록 한 

것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아끼는 성심이었다.’91)라며, 敬天⋅愛人을 언급하 다. 이와 같이 국가의 환난

을 극복하거나, 농업진흥정책을 수립하거나, 재해에 비할 경우 어김없이 敬天과 愛人이 정책적 이념과 실현

방법으로 제시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敬天은 愛人을 실현하는 前提的 理念이다. 단순히 하늘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人事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晉의 成公綏가 ｢天地賦｣에서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섬긴다.’92)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敬
天’과 ‘事地’라는 天地 사이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점은 帝王들도 인식하 는데,93) 敬天의 이념이 

愛人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當爲이다. 愛人은 일찍이 先秦時代에 ‘군자는 德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細人은 姑
息으로 사람을 사랑한다.’94)는 언급이 있었다. 孔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로 ‘일을 경건하게 처리하여 믿게 

89) 春亭集 권6 ｢請築堤堰上書｣, “臣某等言, 臣等竊謂有國之道, 莫先於足食, 足食之要. 惟在於務農, 農之於國, 猶水之有源, 木
之有根, 誠不可或廢者也. 古者三年耕, 餘一年之食, 九年耕, 餘三年之食, 積三十年之國用, 然後水旱不能爲之灾. 故國無三十
年之蓄, 則國非其國矣. 前朝之季, 豪強專恣, 公室衰微, 用度浩繁, 倉廩虛竭, 亂之極也. 洪惟太祖首正經界, 以贍公私. 顧以草
創未久, 軍國之須, 尙未富實. 惟我聖上持守盈成, 潛心聖學, 洞見吾道源流之正, 異端學術之差, 儀章法度, 動遵禮制, 大革內外
一切淫祀, 沙汰禪敎各宗, 寺社凡無名之費, 悉皆停罷. 惟以敬天愛民崇儉約斥華侈爲務, 以節國用,以廣儲蓄, 今內外積倉之數, 

至三百九十餘萬石, 吾東方前古所未有也, 直與漢文之時太倉紅粟, 陳陳相因, 何以異哉?”
90) 같은 곳,  農之爲道, 必使地無遺利, 人無餘力, 然後可期其效也. 今諸道之內, 有可興水利, 以作良田者, 無處無之. 多者至千餘

結, 小不下百餘結, 古之堤堰遺跡尙存者, 盖亦有焉. 顧皆荒廢而莫之修復, 臣等願令諸道監司, 審其道內可興水利以作良田之
地, 及昔有堤堰而今廢者幾處, 其地可爲幾結, 可居幾口, 詳錄以聞. 特命諳鍊農事者, 往行踏驗, 及今年秋, 築堤堰, 修器械, 以
備來歲耕作之資. … 玆事也, 只在於相地之宜不宜, 經畫之精不精, 勸農之勤不勤如何耳. 苟得其人相地之宜, 盡經畫之法, 致勸
課之勤, 則實爲國家無竆之利也的矣.” 

91) 三峯集권5, ｢經濟文鑑｣上, “李迪 … 請出內藏, 以備凶荒, 敬天愛民之誠心也. 

92) 漢魏六朝百三家集 권52 ｢天地賦｣, “敬天而事地.”
93) 世宗憲皇帝上諭八旗 권10 ｢雍正十年正月初九日｣, “天地之間, 惟人最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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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費用을 절약하며 사람을 사랑하고[愛人], 때에 맞게 백성을 부릴 것’을95) 강조하 는데, 君子의 愛人이

었다. 결국 우리의 先人들이 農政에서 운 한 敬天의 이념이 愛人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敬의 含意를 性理學的 槪念, 時代的 意味, 農政에 드러난 意義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성리학적으로는 先秦儒學의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한 표출된 德性의 涵養이 성리학으로 이어져 ‘無
私公正’의 개념으로, 시 적으로는 ‘자신을 수양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는 의미로 인식하게 

되었고, 농정에 드러난 의의는 경천의 이념이 애인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을 확인하 다.

지금까지 고찰된 敬의 성리학적 개념, 시 적 의미, 농정에 드러난 의의를 종합하여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삼라만상의 법칙을 따르는 경건한 지도자의 덕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봉사의 자세 등이 포괄된 含意는 ‘眞理를 

實現하는 指導者의 奉仕’로 정의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秋齋 趙秀三(1762~1849)은 46首의 ｢次耕織圖韻｣을 지었다. 그 중 <二耘>은 김매기의 어려움을 그린 

것이다. 

고기 머리처럼 나란히 떼를 짓고서 雁齒魚頭作隊行
그을린 어깨 맨다리 고달픈 삶 炙肩赤脚太勞生
임금님 병풍에 빈풍 그림 있다던데 御屛聞有豳風畵
농가의 힘들게 먹는 사정 아시리라 應軫農家食力情96)

농부들이 무더운 날씨에 함께 김을 매는 광경을 그림처럼 묘사하 는데, 언뜻 평화롭게 보이던 농촌풍경이 

시인의 눈을 통하자, 햇볕에 그을린 어깨와 드러난 장딴지로 고달픈 농부들의 생활을 핍진하게 드러내며 국가 

최고 경 자의 관심을 염원하고 있다. 

이제 농업경 인은 스스로 無私公正한 마음으로 자신을 수양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지도자의 자세로 敬天의 

이념을 愛人으로 실현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훼손되는 지구 환경과 농업생태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敬天의 이념으로 愛人을 실현하는 지도자의 無私公正한 자세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를 생산하는 농업경 에서 하나의 倫理的 기반으로 접목되어 친환경농업에 종사할 때 인류는 生命의 본질을 

유지하여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敬의 農業經營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當爲이다. 

94) 禮記 ｢檀弓｣上, “君子之愛人也以德, 細人之愛人也以姑息.”
95) 論語 ｢學而｣,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96) 秋齋集 권3 ｢次耕織圖韻｣ <二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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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敬의 農業經營 

先秦時代의 자연에 한 인식으로 ‘천지의 위 한 덕은 만물을 낳는다.’97)하 고, 또 ‘하늘과 땅이 교합하여 

만물이 通泰한다.98)’고 하 는데, 천지와 자연이 만물을 생성하고 만물이 서로 교감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生
命性을 유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中庸에서는,

산은 한 자잘한 돌이 많이 모인 것이지만 넓고 커지자 초목이 자라고 금수가 살며 보물이 저장되고, 물은 

한 잔의 분량이 많이 모인 것이지만 측량할 수 없이 커지자 자라⋅악어⋅교룡이 살아 財貨가 번성한다.99) 

 

라고 하 다.

인용문에서 보듯 산과 강으로 合稱된 자연환경은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유기적 관련을 맺으며 생장⋅번식

하고 무기물도 저장된 곳으로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유기체임을 밝혔다.

자연 속에서 온갖 사물이 生成⋅生長하고 조화 속에서 공존하지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100) 

인식도 드러났는데, 자연에 한 인간관계에서도 립이나 정복이 아니라 전체 존재로서의 세계 안에서 구성

원의 하나로 조화를 이루며 어긋남이 없이 生命性을 유지시킨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에너지를 섭취하며 살아가므로 환경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黃帝內經素問에서는 ‘사람

은 천지의 기에 의존하여 태어나고, 사시의 변화에 따라 살아간다.’101)며 자연과 그 운행이 생명의 원동력임을 

밝혔고, 靈樞經에서도, ‘사람은 천지와 서로 부합하고 일월과 상응한다.’102)라고 하여 동일한 관점을 보이

고 있다.     

사람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周知하듯이 자연의 ‘먹을거리’에서 얻는다. 靈樞經에서는, ‘사람은 곡식

에서 氣를 받는다. 곡식이 胃로 들어가 肺와 五臟六腑로 전해진다.’103)하 고, 또 다섯 가지 곡식이 上焦의 

개발에 알맞고, 氣의 작용으로 피부가 훈훈하고 온 몸이 윤택하다는104) 인식도 하 다.

周易 ｢頤｣에서는 ‘길러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음식물을 구한다.[觀頤, 自求口實]’고 하 는데, 魏의 王弼
97) 周易 ｢繫辭下傳｣, “天地之大德曰生.”
98) 周易 ｢泰｣, “天地交而萬物通也.”
99) 中庸 26장, “今夫山, 一卷石之多. 及其廣大, 草木生之, 禽獸居之, 寶藏興焉. 今夫水, 一勺之多. 及其不測, 黿鼉蛟龍魚鼈生

焉, 貨財殖焉.”
100) 中庸 30장, “萬物並育而不相害, 道並行而不相悖.” 
101) 黄帝内經素問 권8 ｢寳命全形論｣,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102) 靈樞經 권12 ｢嵗露論｣ 제79, “人與天地相參也, 與日月相應也.” 
103) 靈樞經 권4 ｢營衛生㑹｣第十八, “人受氣於糓, 糓入於胃, 以傳與肺五藏六府.” 
104) 靈樞經 권6 ｢决氣｣ 제30, “上焦開發, 宣五糓味, 熏膚, 充身澤毛, 若霧露之漑, 是謂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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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觀頥는 길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自求口實은 스스로 기르는 것을 보는 것이다.’105)라고 註釋하여, 자연

이 ‘사물을 기르는 것’을 보고 인간이 습득하는 현상으로 파악하 다. 宋의 王應麟은 ‘턱 가운데 있는 물건이 

口實이다.106)’라고 하여 음식물이 사람이 기르는 점을 단적으로 이해하 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이지만 삶을 위하기 위해 부단히 자연을 이용하

면서 훼손한다. 자연생태계의 양물질은 식물이 흡수하여 성장하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으로 회귀시키

면, 다시 식물이 흡수하는 지속적인 순환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농업생태계는 생산물의 일부가 먹을거리로 

유출되고, 외부유출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화학비료⋅유기질비료 등 인위적으로 양물질을 투입하

기 때문에 순환하는 양물질의 과다와 속도의 증가는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내재한 자연치유력을 중시하여 질병의 발생요인이 사람의 기가 약해져 외부의 病原을 

방어하지 못하는107) 저항능력의 약화로 보고 있다. 고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인체와 병에 

한 설명이나 치료방법에서 동양의학과 유사한 이론을 전개하 는데, 黃帝內經素問과 공통된 점은 건강과 

질병을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인식한 점, 건강과 질병을 자연환경과의 교감하는 열린 체계로 파악한 점, 

히포크라테스의 食餌醫學이 黃帝內經素問의 예방의학과 상통한 점, 생래적인 자연치유에 한 관념108) 

등을 들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의학본질은 인간의 건강은 개인적인 삶의 방식과 개인을 둘러싼 자연적 

요소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동서양 모두 인간의 몸이 자연환경과 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공통된 

인식이다.  

인간의 생명활동은 先天的으로 부모의 精血을 받아 태어나지만, 後天的으로 자연으로부터 호흡하는 기와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음식물은 현 의 분업사회에서 농업경 인이 부분 공급하며 경제적 논리

에 따라 생산하는 과정에서 高産出을 위한 高投入의 集約的 생산방식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화학 투입재의 

과다사용이나 량으로 발생한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 등에 따른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자연생태계 및 농업

생태계의 부정적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레오폴드(A. Leopold, 1887~1948)는 지윤리(大地倫理, Land Echics)를 강조하여, ‘지구는 생명성을 보

유하는 有機體이므로 존중되어야한다’면서 지구전체의 생명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구⋅자연⋅인간⋅생명에 

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109)고 주장하 다. 이는 존재전체와 구성요소의 상호관계에서 의지력을 지

닌 개체로서 인간의 독립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환경에 한 人間中心的인 관점은 재고되어

야 한다는 발상이다. 

105) 周易註 卷3, “觀頥, 觀其所養也. 自求口實, 觀其自養也.”
106) 周易鄭康成注, “頥中有物者, 口實.”
107) 손인철, ｢한의학에서의 생명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5집, 157면.

108) 최자 , ｢ 히포크라테스와 동방의 전통 의학철학 비교 – 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의 본질｣ 및 ｢인체의 부분｣과 黃帝內經素
問의 ｢五常政大論｣을 중심으로｣, 구사학 제81집, 228면.

109) 金世貞, ｢ 中庸의 有機體적 世界와 人間｣, 동양철학연구 제 20집, 1996,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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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에 자신이 속한 棲息地에 한 윤리가 고려되어야하며 땅은 개인의 재산범주가 아닌 생태적 환경으로 

이해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레오폴드는 인간 역시 ‘ 지 공동체의 생물체적 시민(biotic citizens in the land 

community)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자연환경을 조작하는 것은 지극히 오만하다고 비난하면서 自然도 

도덕 행위자의 고려 상이란 주장이다.   

자연과 인간은 식량으로 연결된 生態的 關係이다. 산업의 발달이후 증가된 인구와 풍요한 물질은 소비적 

慣行을 불러와 환경의 황폐화를 惹起시켰다.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 등 화학물질의 과다투입으로 오염된 토

양은 다시 기⋅강⋅바다로 확산되어 총체적 위험에 노출된 자연환경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 가축

의 비위생적 환경에서의 사육과 항생제의 투여,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성장촉진제의 사용, 유통기간을 늘이기 

위한 방부제 사용 등은, 인체의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自家治癒能力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汚染物質管理를 위하여 건강위해성과 생체위해성으로 구분하여 위해성

⋅유통량⋅검출빈도를 고려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에 한 필요성이 提起되기도 하 는데,110) 토양의 유

기적 循環構造를 확보한 안전한 생산시스템과 철저한 유통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大地의 가치와 먹을거

리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으며 윤리적 접근이 병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은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건전한 세계관을 견지할 때 지속 가능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공공

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진리를 실현하는 

지도자의 덕목임을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에서 우리는 誠을 실현하기 위해 敬의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을 指導者로 지칭한 적이 있다. 中庸에서는 

‘위 하다, 성인의 도여! 양양하게 만물을 발육하여 높이 하늘에 닿았네.’111)라며 자연의 조화에 어긋나지 않

고 생명전체의 본질을 지속 보전하는 성인의 공효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을 경 하는 주체를 모두 聖人이거나 聖人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假
定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 다만 경의 농업에 참가하여 농업생태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 경 인은 이 시 를 살아가는 최상의 덕목을 지닌 지도자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잠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본다. 어떤 사람이 程頤에게, “마음에 선악이 있는가?”라고 묻자, “하늘에 있는 

것은 天命이고, 事物에 있는 것은 理致이고, 사람에게 있는 것은 本性이고, 몸을 주장하는 것은 마음인데, 그 

실제는 모두가 하나이다. 마음은 본래 선하지만 생각에서 드러나면 善⋅不善이 있게 된다. 이미 들어났으면 

情이라 하고 마음이라 할 수는 없다. 비유하면 물은 다만 물이라 하지만 흐르게 되면 물결이 되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도 가므로 도리어 흐름이라 한다.”112)고 답하 다. 이 화는 理學에 한 문답이지만 마지막

110) 임갑선,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 학교, 석사논문 2008, 58면. 

111) 中庸 27장. “大哉, 聖人之道! 洋洋乎發育萬物, 峻極于天.”  
112) 理學類編 권7 ｢性命｣, “問, “心有善惡否?” 程子曰, “在天為命, 在物為理, 在人為性, 主於身為心, 其實一也. 心本善, 發於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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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로 친한경농업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誠을 실현하는 

敬의 자세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張載의 ｢西銘｣은 자신의 理想世界를 그린 것이다.  

乾을 아버지라 하고 坤을 어머니라 하니, 내 작은 이 몸이 그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므로 천지 사이에 가득

한 것은 나의 몸이고 천지를 통솔하는 것은 나의 性이며 백성들은 나의 同胞이고 사물은 나와 함께한다. … 
富貴와 福澤은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貧賤과 근심은 너를(나를, 필자) 옥처럼 다듬는다. 내가 살아서는 일

을 따르고 내가 죽으면 편안하다.113)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나의 존재에 한 무한한 자긍심을 지니고 진리를 실현하려는 격조 높은 이상세

계를 볼 수 있다.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온전히 보존하는 농업경

인은 진리를 실현하는 의식 있는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 인은 이 시 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周惇頤는 ｢太極圖說｣에서, “군자는 이것을 닦기 때문에 吉하고, 소인은 어기기 때문에 凶하다.”114)라고 하

는데, 성실하게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경 인은 바로 君子임에 틀림없다. 大人은 천지와 덕이 일치하고, 

일월과 밝음이 일치하며 四時와 차례가 일치한다고115) 하 듯이 친환경농업의 경 인은 大人에 해당될 것이

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導出된 敬의 의미를 ‘眞理를 實現하는 指導者의 德目’으로 정의하 고, 또 지난날 우리의 先人
들이 국가의 환란을 극복하거나 농업정책을 수립하거나 재해에 비할 경우 敬天의 이념으로 愛人의 실현이 

제시되었던 사실을 확인하 다. 이제 농업환경이 훼손되고 먹을거리가 불안전한 시 를 맞아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두되고 있다.   

그러나 사명감과 자긍심만으로는 완전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에 한 합리적 평가와 적절한 수취가격이 제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된 ‘道를 닦는 것을 敎라한다.’는 命題에서 ‘修道’에 해 朱子는 修는 品節하는 것으로 禮樂⋅刑
政과 같다고 하 다. 우리는 禮樂에서 질서의 유지와 민심의 화합을, 刑政에서 規制와 獎勵를 자연스럽게 도

출할 수 있다. 결국 친환경농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상정할 수 있는데, 장려금의 지급과 의무의 불이

행에 한 制裁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착상이다.   

慮, 則有善不善, 若既發則可謂之情, 不可謂之心. 譬之, 水只可謂之水, 至於流而為派, 或行於東, 或行於西, 却謂之流也.”
113) ｢西銘｣, “乾稱父, 坤稱母, 予兹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吾其體, 天地之帥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 … 富貴福澤, 將

厚吾之生也. 貧賤憂戚, 庸玉女於成也. 存吾順事, 沒吾寧也.”
114) ｢太極圖說｣,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115) 周易 ｢乾｣,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徳,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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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협법의 목적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

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또, 현행 농협회계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는, ‘㈏ 항. ‘법정이월금은 교육지원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

여금의 20/100을 적립한다. ㈐ 항. 임의 적립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유통손실보전적립금

⋅사업활성화적립금을 적립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비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전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 인에 한 의식 전환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기관의 물질순환에 

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생산과 유통구조에 한 충분한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친환경농업은 지속

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마무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구성원의 일부로 살아가며, 식량이라는 연결고리로 결부되어 자연환경 속에서 호흡하

며 생명의 본질을 지속시킨다. 수렵생활을 하던 인간은 농업혁명을 이룬 후 인구가 급증하 고, 산업의 발달

에 따라 소비적 관행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농업생태계는 인간의 먹을거리로 유출되는 생산물을 보충하기 위해 과다한 화학비료를 투여하고,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제초제를, 병충해 방제를 위해 살충제⋅살균제 등을 사용함에 따라, 자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또, 생산량의 증 를 위해 성장촉진제를 사용하거나 유전자를 변이시키며,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기간을 늘이기 위한 방부제 등의 사용은 인체의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생체의 자연치유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윤리적 책임이 따르고,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먹

을거리를 생산할 사명이 있다. 이제 새로운 농업혁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을 통한 인류미래에 한 긍정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우리의 傳統 인격수양의 방법이었던 敬의 含意가 접목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敬은 앞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이 先秦儒學에서의 ‘덕성의 涵養’이 性理學으로 이어져 ‘無私公正’이란 개념으로 인식되었

고, 상황에 따라 변화된 해석을 내렸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을 수양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지도자의 자세’로 시

적 의미가 導出 되었으며, 先人들이 農政에서 운 한 敬天의 이념이 愛人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意義를 

찾을 수 있었다. 결국 敬의 성리학적 개념, 시 적 의미, 농정에 드러난 의의를 종합하여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삼라만상의 법칙을 따르는 경건한 지도자의 덕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봉사하는 자세 등이 포괄된 含意는 ‘眞理
를 實現하는 指導者의 奉仕’로 정의될 것이다. 

농업은 공업화의 진전으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국민의 생존과 식량안보 등에 깊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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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므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敬에 의한 환경윤리와 경제논리가 병행된 새로운 친환경농업

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물질순환에 한 기술지원과 제도적 

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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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의 농업 방향 모색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이사장/경제학박사)

<목    차>

Ⅰ. 현실, 녹색혁명형 농업의 공과, 전망

Ⅱ. 퇴계ㆍ근기(近畿) 실학ㆍ다산(茶山)의 사상이 주는 교훈

Ⅲ. WTO 체제 하의 선택 가능한 농업

Ⅳ. Entropy 증  법칙의 함축성과 敬의 농업 모색 

Ⅴ. 결론 : ‘敬의 농업’ 특징과 차별성

★ “정신이상이란 꼭 같은 짓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 하는 행태”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하

다.

Ⅰ. 현실, 녹색혁명형 농업의 공과, 전망

1. 다수확 품종과 식량증산 및 정책적ㆍ제도적 집중

1960년  중반 이후, 정부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녹색혁명’을 추구하

다. 1966년부터 다수확 새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통일벼’를 성공리에 시험재배하 다. 통일벼

의 수확량은 일반벼의 1.5배가 넘었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1972년--1976년)에는 “식량 증산, 주곡 

자급, 농어민 소득 증 ”를 내걸면서, ‘녹색혁명형 농업’ 즉 다수확 품종 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다. 

나아가 주곡 자급에 초점을 맞춘 녹색혁명형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용수개발 사업, 

경지정리와 관배수시설 개선, 농지 보전과 확 , 농업 기계화 사업, 통일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등을 지역의 조건이나 지역농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획일적 어붙이기식으

로 강력히 추진되었다. 그 결과 녹색혁명은 달성되었지만, 이 기간에 추진된 강제농정은 다양한 피해를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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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농민들의 불만을 샀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는 ‘식량의 자급자족에서 주곡 자급으로’ 후퇴하

기 시작하 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1981년)부터는 ‘개방농정’으로 전환하 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년) 기간의 농업정책은 , 콩, 옥수수 등 부족한 식량 수입을 통한 국민(=

소비자)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미맥 위주의 주곡 중심구조에서 축산물과 과채류 등 경제작물 중

심의 상업농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 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가격 안정사업’(=농산물 가격인상 

억제사업)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농어민 소득증 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목표로 제시하 다. 이 기간 이후 가장 초점이 되었던 정책은 ‘국민(=소비자) 식량의 안

정적 공급’이었다. 이는 농업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했다.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수입자유화정책과 적극적인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단행하 다. 1978년 2월 수입자유화 기본방침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쳐서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 다. 그러면서 농산물 수입 자유화 즉 개방농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기 시작하 다. 1980년에는 쇠고기와 쇠고기용 소를 도입하고, 고추, 마늘, 참깨 등 농산물 수입품목도 다양

화하 다.

개방농정 하에서 경제작물 중심의 상업농 구조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업농 시 에 응하기 위한 유통

구조 개선정책으로 가격안정 (價格安定帶)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국내 가격이 높

을 때 수입하여 방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하한 가격 보다 낮을 때에는 충분한 책을 강구하지 못하

다. 결국 가격안정  제도란 농민의 소득증 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 보다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측면 즉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 던 것이다. 따라서 상업농 시 에 경제

작물의 가격파동이 반복되는 속에서, 자본의 농업침투와 지배는 강화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만이 

짊어지게 되었고, 이는 농가 부채의 증가와 이농을 초래하 다.

2. 결과적으로 초래된 현실 : 자본의 농업지배와 농업의 공업화

‘녹색혁명형 농업’은 한국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 한 문제점을 초래하 다. 

(1), ‘녹색혁명형 농업’은 석유의존형 농업으로서 ‘원격지 간 물질순환 체계’를 형성하여, 농자재와 종자도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는 등 ‘지역 내 물질순환 체계’를 파괴했다는 점이다. 녹색혁명에 의해 확립된 ‘원격지 

간 물질순환 체계’는 소위 세계화라는 WTO-FTA체제의 출범으로 최고조로 치달리게 되었으며, 더불어 자유

무역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원격지에서 수입한 석유나 화학자재 및 사료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을 

수입⋅제조⋅소비⋅폐기함으로써 수입국 농촌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의 농촌 생태

계를 교란⋅파괴함으로써 안전한 식료를 공급하는 기지로서의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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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료, 농약, 제초제, 항생제ㆍ동물약품, 사료 등 화학 농자재를 량으로 투입하는 중화학 농업인 ‘녹색

혁명형 농업’은 투입 자재에 한 수확량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농가부채가 

만성화되는 구조를 초래했다. 또한 환금성이 높은 소수의 다수확 품종에 과도하게 집중된 농업 생산체계로 

인해 작물 종류의 다양성 감소와 동시에 주요 작물에서 다수확 품종에 의한 재래품종 추방은 유전자원 혹은 

유전질이 상실되는 위기를 불러오고, 작물의 진화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을 축소시켜왔다. 이는 식료자원의 

해외 의존율 증 와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증대시켜서 먹거리의 안전⋅안심성을 위협하고 있다. 재배 집단 

균질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기반의 취약성은 증 하게 되고, 병충해의 빈발로 과다한 화학자재 투입을 초래하

여 농촌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3), ‘녹색혁명형 농업’의 성과로 당장의 식량 부족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지역의 특수성이나 역사성 

및 전통성, 고유한 장점, 생태적 다양성 등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되는 중앙집권적 농업정책의 집행 시스

템이 확립되었다. 녹색혁명은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투입재와 생산된 농산물에 한 정부 보조금 지원정책

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으나, WTO체제 이후 보조정책은 폐지되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입재 가격 인상은 농

가경제를 더욱 피폐시키고 있다. 정부는 녹색혁명의 단기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녹색혁명의 전개과정에 발

맞추어 중앙집권적 농업정책을 도입⋅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농업정책들을 마치 농민⋅농업보호 정책인 것처

럼 호도하 다.

녹색혁명 그 자체만으로는 식료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수매가격 인상 

등의 지원마저도 삭감하는 추세로 되었으며, WTO체제는 이를 국제적으로 제도화하 다. ‘녹색혁명형 농업’ 
즉 농촌개발이라는 자연에 한 정복형 환경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초래되었다. ① 종자 종속, 금융 

종속, 식량 의존도의 상승과 식량 종속, 에너지 종속,  유전자 자원 종속 등 5가지 종속을 초래했다[∴ 식량주

권 Food Sovereignty 확보 필요, 농촌주권 Rural Sovereingnity 확보, 식량 안전보장 Food Security 필요]. 

② 농촌지역 내의 계층간 격차, 농촌의 조건 불리지역과 유리한 지역의 지역간 격차, 도⋅농간 격차, 농⋅공간

의 격차 등 4가지 격차가 초래되어 소농들이 축출⋅이농되었다. ③ 생태계⋅환경 파괴, 소농 파괴, 농민의 

가족 파괴, ‘지역사회의 생산 및 생활 근거지 파괴’, 지역의 전통문화 파괴를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존속 가능

성이 위협 당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존 및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생산 ‘근거지’가 파괴당하 다. ④ 
석유 등 에너지와 투입 농자재 및 사료 등 원료의 원격지 조달, 농산물의 원격지 간 량 유통, WTO-FTA를 

통해 원격지간 물질순환 구조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물질순환 구조가 파괴되었다. ⑤ WTO⋅
FTA 체제 확립, 내분비 교란화학물질(EDCs, 소위 환경 호르몬), 유전자 조작 생명체(GMO), 각종 수입 폐기

물 처리의 자유화 및 0-157, 사스, 구제역, 광우병과 신종 조류독감[N1H1(스페인), H2N2(아시아 독감), 

H3N2(홍콩 독감), H5N1(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질병 유통의 세계적 자유화 체제가 구축되었다. ⑥ ‘녹색혁

명형 농업’은 시설이용형 농업, 농자재 다투입형 농업, 에너지 고투입형 농업, 중화학 농업을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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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존형 고투입⋅고비용형 농업 시스템을 확립하여 ‘농가부채를 구조화’시켰다. 따라서 소농들의 급격한 

축출⋅이농은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존립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4), ‘녹색혁명형 농업’은 ‘근원적 독점’(Radical Monopoly)이다. ‘근원적 독점’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종속’을 초래한다. 이것은 ‘구조적 폭력’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은 소농들의 ‘근거지 파괴→근거지 축출→근거

지 소멸=농촌개발’이라는, ‘폭력’이라는 느낌이 없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합법적 행위’로서 수행되었다. 결과

는 만성적 부채⋅빈곤, 급격한 이농사태, 농촌학교 폐교, 의료시설 부족, 농민들의 사실상의 실업상태(농민들

의 만성적 실업), 부분의 건강문제(좁은 의미의 환경문제), 노인들의 양실조, 물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자재 판매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기업, 생명특허를 가지고 있는 종자 다국적 기업(몬산토, 신젠

타, 카길, 데칼브, 파이오니어 등), 농촌개발이라는 미명 하의 건설기업 등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합법적이고, 

기업의 ‘합법적, 구조적 폭력’은 정당화되고 윤리적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이러한 비민주적 구조적 폭력에 맞서

서 민주적인 농촌현실로 만들려는 농민들의 농촌지역 근거지 사수 투쟁은 탄압받고 불법⋅부당하게 취급받아 

온 것이 농촌민주화 운동의 현실적 과정이었다.

(5), 한국 정부는 ‘녹색혁명형 농업’의 성공을 위해서, 진흥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

사,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가락동 등 농산물 공  도매시장 등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 지원했다. 

또한 농민들의 자발적 자치조직인 협동조합도 정부의 감시⋅통제 하에서 ‘녹색혁명형 농업’의 효과적 완수를 

위하여 중앙집권적 종합 농협으로서, 정부의 앞잡이(Agent) 조직으로 탈바꿈⋅변질시켰다. ‘녹색혁명형 농업’
이 성공하여 감에 따라 식량자급률은 하락하여 갔고,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설립되

고 수입사료 의존적인 축산업⋅수산업 정책의 집행과 그 음식료품 가공산업 육성이 이루어졌는바, 이런 일련

의 것들이 한 세트로서 유기적, 입체적으로 ‘지본의 농업침투ㆍ지배를 강화’시키고, 농촌 지역의 근거지를 파

괴시킴으로써 농민들이 이농ㆍ축출된 현재의 한국 농업⋅농촌이 초래된 것이었다.

결국 녹색혁명형 농업은 ‘농업생산의 기본법칙’과 ‘공업생산의 기본법칙’ 간에 존재하는 상호 립적인 본질

을 망각한 채 추진된 ‘농업⋅농촌의 공업화’ 전략이었다. ‘농업⋅농촌의 공업화’ 전략은 농업 생산시스템을 ‘공
장형 농업생산, 공업식 농업생산’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업식 생산, 공장형 생산’은 ‘자본

의 논리’를 추구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녹색혁명형 농업은 ‘자본의 논리’에 따른 ‘공업식 농업 생산

방식’이므로 규모화와 주산(主産) 단지화, 규모 도매시장 유통, 기계화와 중⋅화학 농자재를 통한 효율화 

등을 추구하게 되었다. 농업생산도 ‘농지’에 제약당하지 않는 농업생산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공업적 화학자재

로 된 농자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농산물 가공식품도 ‘농민 부재’의 공업생산으로 ‘인조식품’을, 나아가서 

GMO를 출현시켰으며, 급기야 ‘농민의 혼’마저 공업화시켜서 황폐화되고 있다. ‘시장과 국가의 복합 시스템

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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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주곡 자급은 달성되었으나, 식량자급률은 더욱 하락하 다. 양곡 자급률은 1970년의 

80.4%에서 1980년 56%, 1990년 43.1%, 1995년은 29.1%, 최근 2011년은 22% 정도이다. 생산량이 늘어났으

나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1982년에 93.0%에서 1985년은 78.9%로, 1991년은 74.7%로 낮아져서, 농사

로는 가계비도 충족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가 가구수도 1975년에는 237만 9천 호에서 1980년에는 

215만 5천 호로, 1985년에는 192만 6천 호, 1989년은 172만 2천 호로 급감하 고, 농가인구도 1975년의 

1,324만 4천 명에서 1980년은 1,082만 7천 명, 1985년은 852만 1천 명, 1989년은 678만 6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6), ‘녹색혁명형 농업’의 강제적 확산에 맞서며 출발한 농촌지역 민주화 운동은 그로 인해 발생되는 농민에 

한 인권탄압에 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녹색혁명형 농업｣을 극복할려는 농민운동의 새로운 전개를 준비

하고 확산ㆍ확립시켜 가는 과정이었다. 군사 쿠데타 이후의 한국농업의 전개과정은, ‘녹색혁명형 농업’의 강제

적 확산과정이었으며, 이는 동시에 농업의 축소ㆍ쇠퇴와 농촌의 개발ㆍ파괴 및 농민의 축출ㆍ이농 과정이었

다. 이 과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평화스러운 모습을 띤 “합법적ㆍ구조적 폭력”이었다. 농민운동은 

이러한 비민주적 현실에 맞선 농촌지역 민주화 운동이 중심을 이루었다. 운동의 성격 면에서 보면, 1970년  

및 1980년  초ㆍ중반 까지는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생활상의 개선 운동에서 80년  중ㆍ후반으로 

가면서 사회변혁적 안사회 창출운동으로 발전하 다. 운동의 본질은,｢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녹색

파멸(Green Revocation)을 초래｣한 것에 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녹색파멸이라는 “구조적 폭력”에 한 투

쟁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소농들의 ‘근거지 파괴→근거지 축출→근거지 소멸=농촌개발’이라는, ‘구조적 폭

력’을 당하는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녹색혁명형 농업’의 거부운동에서 시작된 농민운동은 ‘녹색혁명형 농업’
에 한 ‘거부운동 다운 거부운동’도 없었으며, 명확한 거부운동도 하지 못하 다. 따라서 명확한 농업 안을 

제시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하 다. 

(7), 1980년  중ㆍ후반으로 가면서, 자기계급ㆍ계층 이기주의적 운동에서 한국사회 전체 운동의 흐름 속에 

함께 동참하는 연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여성농민들이 당당한 운동주체로서 확

고히 자리잡았다는 것은 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8), ‘식량의 안전보장’ 달성, 실패.

‘식량의 안전보장’이란, 식량의 충분하고 공정한 분배, 식량의 안전성 보장, 농민의 자립적 생활의 보장을 

의미한다. 녹색혁명형 농업은 이 3가지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 다. 

생태계⋅환경 파괴, 소농 파괴, 농민의 가족 파괴, ‘지역사회의 생산 및 생활 근거지 파괴’, 지역의 전통문화 

파괴를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존속 가능성이 위협 당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존 및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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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근거지’가 파괴당하 다.  

(9), 재래종 종자의 추방과 작물 다양성ㆍ생물 다양성 축소, 단작화 초래, 식량자급율 저하 초래

USA,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소득증 를 위해, 다수확이 가능한 품종의 육종에 집중하여 이미 달성된 

성과를, 풍토가 전혀 다른 한국 같은 후진국에 그 로 적용하여,｢녹색혁명｣을 달성하 다. 그러나 다수확 작

물의 종류는 제한되었다. 따라서 다수확 작물의 재배면적 확 와 다른 작물 재배면적의 감소 및 토종 작물의 

소멸로 식량자급율은 저하되었다. 주산 단지 형성 정책도 실패하 고, 작물의 다양성 축소 및 단작화가 초래

되었다. 재래종 종자의 추방과 다국적 기업에 의한 종자의 지배가 이루어졌다.

(10), 농업의 역사성과 지역성ㆍ생태적 토착성 경시되었다. 

(11). 산ㆍ강(내)ㆍ농경지 들판[농업:경ㆍ축 공존ㆍ순환도 단절]ㆍ마을 간의 유기적 관계의 분리ㆍ단절-->

식ㆍ의ㆍ주의 농(農) 외부에 의존==기업의 농(農)침투 초래[새마을 사업]-->자본에 의한 종자와 농법도 장악

되었다.

(12).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의 분리ㆍ단절 : 자본의 침투ㆍ지배 확립 및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 

소멸되었다. 

(13). 마을ㆍ촌락기능 상실

(14).｢농민의 주체성 부족｣,｢정신의 단작화｣: 효율성ㆍ경제성과 돈 중심, 경쟁력과 시설 현 화, 규모화

와 주산지 형성, 정부 보조금 획득과 정책 추종, ‘책임지지 않는 관료에게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의 운명을 

맡겨 버렸다’.

(15). 녹색혁명형 농업은 인류의 Commons인 기(大氣)를 침식시킨다. 녹색혁명형 농업[GR 농업]에 의한 

공업화 된 농업식료 시스탬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GR농업, 특히 기업형 규모 농업[구조적 부채--탈농ㆍ이농--농촌개발ㆍ리조트ㆍ골프장ㆍ스키장ㆍ각종 

위락시설 단지조성--산림벌채]과 기업형 규모 축산은 삼림벌채의 최 의 요인의 하나이다. 벌채된 나무는 

이산화 탄소를 필두로 1산화 2질소[이산화 탄소를 “1”로 한 지구 온나화 계수를 보면, 메탄은 25, 1산화 2질소

는 ‘298’로서, 모두 강력한 온실효과 가스 이다]등의 온실효과 가스를 기 중에 량으로 방출하고 있다. 삼

림의 소실은 인위적인 온실효과 가스(2산화탄소로 환산)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한다. UN의 조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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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축산은 18%를 차지한다. 뉴질란드의 경우, 소와 면양의 반추위에서 혐기성 발효가 이루어져서 메탄이 발

생하고, 트림을 통하여 방출되어서, 국내의 메탄 배출량의 85%는 반추동물에 기인한다고 한다.

농업ㆍ식료 시스탬에서는 농업생산에서 시작하여, 가공, 포장, 수송, 도소매, 푸드 서비스, 가계소비 그리

고 폐기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에서 온실효과 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Supply Chain 전체로 보면, 토지이용의 

변화, 농업용 화학물질과 합성 복합비료의 생산, 화석연료의 에네르기 이용을 포함하여, 농업ㆍ식료 시스탬은 

온실효과 가스의 직접적 및 간점적인 배출원이며, 인위적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한다. 

이러한 배출량 증가의 부분은, 선진 공업국에서 발전 도상국으로 이전된 20세기의 농업ㆍ식료 시스탬의 

전환, 즉, GR농업 특히 규모의 기업적 GR농업에서 기인한다. GR농업은 에너지 고투입 농업임과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형 농업 시스탬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경 과 기술은, 건전한 토양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료나 농약, 제초제 등 화석연료에 한 

의존이나 석유화학 자재에 한 의존을 감축시키거나 회피하여서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같은 건전한 토양은 식물을 양호하게 생육시키고, 기후변화를 완화

시키는 데 기여한다. 

USA 유기농의 아이콘이 된 로데일(Rodale)연구소의 유기농업과 석유의존형 농업에 한 비교연구결과에 

의하면, 유기농 옥수수와 콩의 재배지역에서는 토양 내에 저류(貯留)된 탄소의 양은 매년 증가되었으나, GR농

업의 재배지에서는 감쇄되어 갔다. 코넬 학의 데이비드 피멘델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유기농업은 GR형 기

업형 규모 농업과 비교하여 수확량은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투입물은 상 적으로 적었

다. 유기농업은 석유 화학계통의 비료ㆍ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된 물의 양도 적었으며, 에너지에

서는 약 30% 정도가 적게 들어갔다. 이 연구결과를 토 로 로데일 연구소 전 회장이었 던 데이모시 라살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USA 전체 경지 1억 7360ha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면, 기 중의 2산화탄소를 연간 약 

16억 톤 정도를 토양에 저류(貯留)시킬 수 있으며, 그 양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국내 배출양의 1/4에 상당하

는 것으로, 기후변화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 다. 각국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은 유기ㆍ순환농업이며, 동시에 이 농업은 온실효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순한 기후에 

해서도 내성이 강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결과는, 강수량이 매년 줄어드는 경우, 유기농업의 

수확량은 석유의존형 농업을 상회하여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풍부한 토양 유기물에 의해 농지의 

보수(保水)능력이 강화된 결과｣라고 한다.

시카고 학의 연구결과는 유기농업이 기업형 규모 GR농업 보다도 2-4배 수확량이 증가함을 제시하고, 

국 엑쎄스 학의 규모 연구결과는 79%가 평균 수확량이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UNCTAD(UN 무역

개발회의)와 UNEP 공동조사한 2008년 보고서는,｢유기농업은 과거의 많은 농업 시스탬 보다도 아프리카의 

Food Security의 강화에 공헌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개발을 위한 농업과학 기술 국제평가단(IAASTD,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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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의 보고서는,｢분석의 결과, 화학제품이나 화석연

료에 의존하는 기업형 규모 GR농업은 기후변화나 Peak Oil, 수자원의 수급 핍박 등의 사태를 맞으면, 단

히 리스크가 높게 되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이나 지속 가능한 농촌의 생태ㆍ환경을 보호ㆍ보전하고, 먹거리 공급의 지속가능

성을 위해서는 GR농업을 과감히 탈피하여서, 지역 내에서 물질이 순환되는 지역 토착적인 유기ㆍ순환 농업을 

구축ㆍ확립하여야 한다.

3. 전망 : 2가지의 길

1) 자본의 농업 지배 강화를 통한 안농업 : 녹색혁명형 농업의 한계ㆍ지속가능성의 위기==> GMO 농업의 

등장==> 자본의 농업ㆍ농촌 지배 심화==> 먹거리의 안전성, 위험성 강화 노출

2) 지역 내의 물질ㆍ자연순환을 통한 농민적 안농업 : 지역 내의 물질순환형 유기ㆍ순환형 농업, 세종

왕 농법==> 敬의 농업, 지역의 생태ㆍ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Ⅱ. 퇴계ㆍ근기(近畿) 실학ㆍ다산(茶山)의 사상이 주는 교훈

1. 敬사상과 三農사상 : 현실적 교훈의 모색

1) 퇴계의 敬의 사상과 자기 수양

《논어(論語)》에 “경건함을 가지고 자기를 닦는다(修己以敬)”고 하고, 《주역(周易)》 <문언전(文言傳)>에

서 “경건함을 가지고 마음 속을 곧게 만든다(敬以直內)”고 하여 수양의 수단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한다고 보여

진다. 이때의 경의 의미는 ‘생각이나 헤아림을 중단한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하는 것’이 된다. 敬이 

수양의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 철학적 배경에는 성선사상(性善思想)이 전제로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면, 인간

의 마음은 본래 착한 것이므로 마음이 처음 밖으로 나타날 때에는 남을 사랑하고 돕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이때 ‘생각이나 헤아림’이 이기적으로 작용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악한 마음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이나 헤아림’ 자체를 중지시키면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性理學)이 발생하여 유학이 철학적으로 심화되었는데 이때 敬이 다시 수양의 요체로

서 부각되었다. 본연의 ‘착한 마음을 회복ㆍ보존’하여 성인(聖人)ㆍ군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체계

인 성리학에서는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 다. 첫째는, 거경(居敬)의 방법으로, 敬을 간직

함으로써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인 데, 이때, 敬은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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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향하지 않고 한 군데에 내면적으로 집중하고, 외면적으로는 엄숙한 태도를 취하여 잡념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즉, 세상에 한 ‘생각이나 헤아림을 중단한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하는 것’이 곧 敬이다.  

둘째는 궁리(窮理)의 방법으로, 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로서 다른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미루어 

간접적으로 자신의 본질인 착한 마음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한국 성리학에서는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고유한 전통사상[五行을 토 로 한 三才, 天地人 사
상, 人皆有佛性, 汎神論的인 事事天 物物天, 草木之理가 禽獸之理요 禽獸之理가 곧 人之理요 人之理가 곧 天
之理라는 사상(洪大容), 나아가 東學의 人乃天 事人如天]에 힘입어 窮理보다 居敬에 치중하는 敬중심의 수양

철학이 발달하는데, 퇴계(1501~1570)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2) 敬의 사상과 교육철학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天地의 理氣를 받고 태어난다. 태극이 動靜의 理를 갖추게 

되면, 음양의 둘로 구별된다. 사람의 마음도 發하기 전에는 한 마음 속에 渾然히 오직 하나의 性이 있을 뿐 

이다. 즉, 氣가 그의 작용을 시작하게 되기 전의 상태로는 理 만이 있을 뿐 이다. 이 理는 본래 善한 것이며 

惡한 요소는 없다. 사람의 마음도 본래는 純善 無惡하다는 것이다. 마음이 일단 發할 때는 氣가 작용을 함으로

서 理를 가리우는 일이 생겨나게 되면, 惡에 빠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理와 氣는 합하여 마음이 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마음이 곧 천지의 마음이요, 나 자신의 마음이 

곧 천만인의 마음 이다. 그 처음 시작에 있어서는 내외 피차에 차이가 없이 모두가 하나일 뿐 이다. 

그러나 특수한 측면을 보면, 氣라는 것은 각양 각색으로 모두 다른 特殊相을 가지고 있다. 음양의 正氣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과 물건의 차별이 생기고,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淸濁, 粹駁(수박)의 차별이 

생겨서, 上智(淸粹), 中人(淸駁 또는 濁粹), 下愚(濁駁)의 구별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상 적인 것이므

로 기질의 변화를 위한 수양이 필요하게 된다. 즉,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理氣의 상호관계에서 보

자. 

理와 氣는 항상 상관관계 속에 함께 존재한다(理氣相須, 無乎不在). 그러므로 上智의 마음이라고 하여서 

形氣의 發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氣가 발하여 언제나 理에 잘 순종하면 좋지만, 만약 理를 

은폐하여 버린다면 惡이 싹트게 된다. 따라서 上智라고 하여 氣質의 아름다움 만을 스스로 믿고, 아무런 수양

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법은 없다. 또한 理의 所在는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므로, 智라고 하여 많은 것도 아니

며, 愚라고 하여 적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비록 下愚의 마음일지라도 天理의 本然이 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노력하여 지극(至極)히 착하고 조금도 사리사욕(私利私慾)이 없는 천부 자연(自然)의 심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

다. 이같이 퇴계는 인간의 기질 여하에 관계 없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 교육의 목적은, 학의 ｢明明德｣을 體로 하고,｢新民｣을 用으로 삼아서, 체와 용의 이상으로 하는 바는｢
至於至善｣, 즉｢至善｣에 머무는 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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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至善이란 무엇인가? 지선이란, 不偏不倚하고 過不及이 없는 평상의 理이며, 천명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중용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본래, 악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過不及에 의하여 생기

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不偏不倚하고 過不及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精微의 극치이며, 지선이라는 것이

다. ｢不偏不倚와 過不及｣은｢정상성 의 순환｣이나｢상호관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고, 파괴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선에 머문다는 것은, 지선을 체득하여 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敬이다. 

퇴계에 있어서 교육ㆍ수련의 근본 목적은, 氣가 理를 따르되 그 理를 가리우지 않도록 하여서 인간 본연의 

性으로 복귀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며, 不偏不倚 過不及이 없도록 하여(정상성의 상호관계와 순환) 至善에 머

무는 것(敬), 즉, 仁을 체득한 君子ㆍ성인이 되게 하며, 또 그 스스로 노력하는 데 있다는 것 이다. 

敬, 즉, ‘생각이나 헤아림을 중단한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하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은 

청량산 밑에와 같은 곳, 즉,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자연을 벗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인간과 자연ㆍ생태ㆍ환경 간에 Fair Relationship이 형성되어야 정상성의 상호관계가 지속가능하

여 지고, 순환성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됨을 말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가하여

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동시에 <공경하여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선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작물과 가축을 키우는 것(녹색혁명형 농업과 비료ㆍ농약ㆍ제

초제ㆍ동물약품ㆍ항생제ㆍrBGHㆍEDCsㆍGMO 투입 등)과 그것으로 말미아마 ‘자연을 벗 삼을 수 없게 하는 

것’, 그리고 이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삼가하여야’ Fair Relationship이 형

성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물질순환형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삼가하여야 할 

것과 공경하여야 할 것’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다. 

이같은 Fair Relationship은 평등사상, 즉,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협동사상을 말하는 데, 이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敬 사상이며, 퇴계의 知行互進說이 아닌가? 이같이 知行互進을 위한 ｢자기 수행｣을 게을리 하

지 않는 것에는 <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같이 선비는 敬을 통하여 知行互進을 함

으로서｢인간의 참된 도리｣를 다 하고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할려고 하는 것이, 서양의 사상과 다르다고 

보여진다. 오늘날 기술 중심의 서양 사상으로 무장된 인텔리들은 자기의 잇속은 챙기면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은 다 할려고 하지 않는다. 

居敬과 窮理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인(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 다.

퇴계에게 敬은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궁리를 심화시키기 위한 핵심적 원리이다. 그는 인심에

서 비롯된 인욕(人慾)을 극복하고, 도심을 북돋아 기질의 한계에서 벗어나 천명으로 받은 본연지성을 실현하

는 것을 목표로 보았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여 수양하고 살피는 존양(存養)과 성찰(省
察)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을 敬으로 보았다. 그에게 敬은 인간이 도덕적 주체로서 확고히 

서려는 태도이며, 앎과 함을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知行互進說)이다. 그는 敬이 없는 궁리(窮理)는 

난삽한 사변에 빠지기 쉬우며, 참된 앎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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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敬의 사상｣을 토 로 한｢敬의 농업｣에 한 기초 정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데도, 정치가들은 당파싸움에 빠져 있고, 

주자학은 권위적이 되면서 학문을 지배하고 있었는 데, 이같은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박탈당한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나선 양심적인 재야학자들이 실학자들이었다. 이 실학파는 각각 그 처방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경세치용(經世致用) 학파, 이용후생(利用厚生) 학파, 실사구시(實事求是) 

학파들 이다.

(1) ｢敬의 사상｣은 후에 남인들의 경세치용(經世致用)학파로 이어졌다. 경세치용학파는 주로 성호(星湖) 이

익(李瀷)을 조종으로 하는 근기(近畿)실학의 지방출신 학자들이었다. 따라서, 남인은 농민ㆍ농업을 중시하여 

농업개혁을 강조하 음은 눈앞의 현실적 이익 보다도 민중ㆍ백성들을 중심으로 생각한 이상주의로 주로 정권

에서 소외된 경세치용(經世致用)파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산의 3농(3農) 사상, 즉, 편농(便農), 후농(厚
農), 상농(上農)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다산은,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는 것이 없는 사회다’라는 사회진단

을 전제로 하고 3농 사상이라는 처방으로 사회를 개혁할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농민을 살려야 한다. 나라의 

근본은 농민인 데, 농민을 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이 로 놔두면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입장에서, 농민문제와 제도개혁(經世遺表)을 강하게 주장하 다.

(2) 실학의 또 다른 학파는 이용후생학파로 이들은 주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하고 벼슬을 한 

노론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용후생학파는 자신들이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노론에 하여서 비판적

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담헌(湛軒) 홍 용(洪大容),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초정(楚亭) 박제가(朴
齊家) 등이었다. 이들은 당연히 서울의 수공업자, 상인들과 맥이 닿아서 기술의 발전, 상업의 발전을 역설하

다. 利用厚生의 道와 經國濟民의 術에 노력==>經世澤民을 위한 산업부흥과 이용후생.

이용후생 학파는 자신들이 소속된 노론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제도개혁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한 내용을 

문학적으로 표현하 다. 연암 박지원의 사회비판적 문학작품이 표적 이다. 

(3) 정조가 죽자, 다산이 유배를 가고, 뒤에 생겨난 학파가 실사구시(實事求是)학파 이다. 추사(秋史) 김정

희(金正喜) 같은 사람은 사회문제에 한 관심 보다도 고증을 통한 과학적 학문 태도를 더 강조한 편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실정을 조사ㆍ연구하고 그 개선을 위한 안을 제시하는 것, 따라서, 그 지역의 역사, 

지리, 인적ㆍ물적ㆍ자연자원과 물산풍토를 연구하고 제도적 안을 제시하는 實事求是, 즉, “내성적 자주적 

연구”, 즉, 현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내생적 발전전략”을 안으로 제시하 다는 것은 조선 유학의 단

히 새로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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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문물의 주체적 수용

3.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Fair Relationship 을 토대로 한 교육사상

4.｢敬의 농업｣의 기본원리

1) 경의 의미는 ‘생각이나 헤아림을 중단한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하는 것’ 
모든 행동거지에 방심함이 없도록 두렵고 삼가 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이는, ｢무엇을 위

하여｣,｢무엇을 삼가하고｣,｢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⑴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⑵ ｢무엇을 삼가야 하는가?｣
⑶ ｢무엇을 공경하여야 하는가?｣

2 )｢敬의 농업｣은｢외부 불경제｣와｢시장실패｣(GR 농업)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3)｢敬의 농업｣은 중용이고, 至善에 머무는 것이며, 이것이 Fair Relationship 이다.  

오행, 木火土金水를 토 로 한 순환성, Entropy 증  법칙에 토 를 둔 지역 내의 물질 순환형 농업과 다산

의 3농 사상을 토 로 한 것이다. 

4) 다산의 3농(3農) 사상과 선진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제도개혁[ 應旨論農政疎1798년 정조 22년, 다

산 37세]

⑴ 편농(便農), ‘농사 짓기를 편하게 해 주어야 농업이 부활한다’는 것.

[지역과 작물에 합당한 농사방법(농법), 경지정리, 관개시설, 기계화, 자연과 Fair Relationship] 등. 

즉, 힘은 많이 들고 소출이 적으면 농민들이 농사일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농사를 짓도록 하여

주자는 것.

⑵ 후농(厚農),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익이 많이 나게 해 주어서 생활이 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삼정문란 등 제도의 문란방지, 환곡(還穀)제도의 문란( 농자금 제도의 문란),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문란, 

관리들의 횡포 방지(전관예우ㆍ전관비리, 다양한 마피아 형성, 위장전입, 탈법ㆍ불법적 농지구입 등), 농사에 

관한 정책정보의 공정한 공개와 그 문란을 방지하여 정보의 비 칭성 제거 및 관리와의 유착 방지, 각종 직접

지불 제도의 문란과 반(反) 농민성 제거, 작물의 다양성 권장과 이익 보장, 식품 및 가공용 작물재배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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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달력 권장과 농사정보 및 농법의 지도ㆍ보급의 강조, 도량형 표준화 주장 등등,

토지제도의 개혁 주장, 전론(田論)에서 여전제(閭田制) 주장.

1여(閭)는 25호-30호 정도의 자연부락, 1여의 농지 공유제--사유제도 폐지ㆍ협동조합적 소유제도를 주장, 

오늘날의 협업농에 해당함. 집락 농(集落營農, 농지ㆍ들판을 중심으로 한 협업 농)과 협동조합.

⑶ 상농(上農), ‘농민들을 우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 

재(財)ㆍ권(權)ㆍ언(言)ㆍ학(學)ㆍ종(宗敎)의 담합구조는 우 . 농민의 ‘사회적 배재’가 없는 사회적 신분보

장과 지역복지제도의 확립. Association 자유의 권리 보장, 당사자 주권, 농부권 확립 등. Cross-compliance 

제도의 도입.

선비들이 평생 과거시험 준비에 매달려서 농사일에 무관심 하므로, 과거제도 폐지주장, 경세치용 학파는 

농업문제를 중시했기 때문에 상공업에 해서는 부정적이었음. 성호도 화폐의 유통이 농촌경제를 어지럽힌다

고 반 함.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어서 농사를 버리고, 농촌을 떠남에 하여, 농업노동력 부족, <개발>로 인한 농지

의 부족과 황폐화 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이었음. 

상농(上農)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양역(良役) 중 가장 큰 것인 군포(軍布, 국방세)의 문란을 개선하고자 함. 

양인은 평민, 즉, 농민으로서 주된 세금 부담계층.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지위가 상승될 수 있다는 것.  

⑷ 제도개혁 = 농정개혁 : Cross-Compliance 정책으로 자연과 Fair Relationship의 형성이 되도록 “농업

과 환경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정책개발 및 도입ㆍ추진.

5) 생태ㆍ환경적 및 인간ㆍ사회의 다양성(생물 다양성, 작물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 인간적 다양성). 

Association의 자유를 토 로 한 협동적 사회적 경제

6) 상호 의존적 관계성

Ⅲ. WTO 체제 하의 선택 가능한 농업

1. 특색있는 농법의 유형

1) 녹색혁명형 농업 

다수확 품종 중심의 량생산 농업이기 때문에 WTO에서는 이러한 농업 경 자에게는 정부의 보조금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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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있다. 

 

2) Bio-dynamic 농업의 이해를 위하여

⑴ Arne Næss, (1973),'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Inquiry 16: 

95-100 : Deep Ecology와 Shallow Ecology 

Shallow Ecology : “전적으로 발전을 수행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물질적 풍요로움의 향상

ㆍ유지”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않음.

Deep Ecology : “｢인간｣ 신에｢생명｣을 중심에 둔다”. 인간, 동물, 식물의 평등 즉,｢생물권(圈) 평등주의｣
를 원칙으로 하여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생을 목적으로 한다.｢생물권 평등주의｣를 인간으로 까지 확  

적용하여서 빈부의 차를 해소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다. 이 점에서 Deep Ecology는｢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게

된다. Deep Ecology에서는, 인간은,｢생물계(系)에 편입된 생태적 존재자｣(Næss 1997년 353)에 지나지 않는

다. 그렇다고 하여 자연 보다도 인간이 경시되어서는 안되며, 인간은 자연과의 일체감 속에서｢자기실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의 Identity는 소실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자연과 일체화 된｢확 된 자기｣, 즉,｢에
콜로지칼 한 자기｣를 체감하는 것에 의해 풍부한｢자기실현｣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데카르트 이래의 서양사상의 자연관은, 동물을｢자동기계｣로 간주하는 인간 중신주의의 자연관 이다. 그래

서 현  축산은 Animal Machine, Animal Factory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Deep Ecology는｢전체주의의 

괴상한 매력｣에 굴종하기 쉽다(Ferry 19921)).

따라서, 데카르트 이래의 서양의 인간중심주의도 아니고, Deep Ecology처럼 전체주의적이지도 않는,｢순환

성과 다양성 및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가지는 에콜로지｣, 즉,｢敬의 에콜로지｣이다. 

⑵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유기농업)과 경의 농업

  ①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biologisch-dynamische Wirtschaftsweise)

오스트리아 인인 R. Steiner(1861-1925)가 창시한 신비학(神秘學)인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을 

토 로 한 강의에서 비롯된 농법. 공업문명이 갖는 유물주의의 진전에 반 하는 운동인 USA의 신지학 협회에 

가입했다가 과도한 신비주의에 염증을 느껴서 탈퇴한다. 그 모태로 된 신지학(神智學)은, 우주의 구조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의의를 신의 의지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상(實相)을 신비적인 관조를 통하여 인

식할려고 하는 시도이다. 1875년에 세계관 혁신운동의 기치 아래｢神智協會｣가 설립되었고, 1913년 슈타이너

는 神智學과 결별하고, 스위스에｢人智學協會｣를 설립하고, 생명과 우주와의 관련에 하여 탐구하고, 그 사상

과 운동의 보급을 위해 슈타이너의 교육이념을 토 로 한 슈타이너 학교가 활동하고 있다. 1933년,｢바이오 

1) Luc Ferry, 1992, Le nouvel ordre écologique : L'arbre, l'animal et l'homme(加藤宏幸 譯, 1994, エコロジ-の 新秩序 
: 樹木, 動物, 人間, 法政大學出版局) 



622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제안발표

다이나믹 농법 전국 연맹(Reichsverband fér biologisch-dynamische Wirtschaftsweise)｣이 설립됨. 1941

년 6월, 게슈타포에 의해 주요 간부가 체포되고 조직이 해체됨. 

간단히 요약하면, 이 농법은, 농장을 다양한 생명체, 즉, 생나무 울타리(生垣), 늪지 (沼地),작물,가축, 인

간 등이 공생하는 하나의｢닫힌 유기체｣ 또는｢개체(Individualitét)｣로 파악하고, 공장에서 량생산된 화학

비료의 사용을 그｢유기체｣의 순환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거부하고, 그 신, 농장 내의 가축의 분뇨를 가공하

여 유기비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Deep Ecology와 밑바탕에서는 통하고 있다.    

  ② 유기농법이란, 단순히 농업의 양식 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인식의 변혁을 토 로 하고 았으므로, 인

간과 자연의 관계양식을 변혁하고,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하여 마지 않는 

현 문명 사회에 근원적 비판을 가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 사회의 인간관계의 모순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기아(飢餓)>는,｢경제 선진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어그리비즈니스에 의한 세계의 식량생산 및 소비

의 콘트롤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소비자의 미각의｢획일화ㆍ평준화｣에 주된 원인이 있다. 따라서 ｢식문화의 

보호ㆍ개선｣과｢토양과 생태계의 보전｣을 시행하는 유기농업은 적어도 어그리비즈니스에 지배된 세계와는 다

른 식(食)과 농(農)의 존재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③ [｢농민｣과｢자연과학자｣의 대치]

유기농업이란, 근 농업의 지배 하에서 농업의 ｢본래적 자아의 각성｣이라고 해야할 현상이다. 결국 생태계

의 자연율(自然律)을 최 한 이용하는 본래의 농업, 근 화 속에서 의식화 하고 양식화 하여 체계화 하는 것이 

유기농업의 기본이다. 따라서 유기농업 운동가는｢물질주의적 세계관｣이 현재의 자연과학의 기초로 되어 있음

을 지적하고, 도시의 연구실과 실험용 농장에서 얻어진 연구성과에 만족하는 자연과학자의 자연관을 철저하

게 공격한다. 그 근거는 괴테의 다음과 같은 말에 두고 있다.｢자연을 파악(把握)하고 그것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 하다. 인식과 실용 사이에서, 인간은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다. 인간들은, 그것

(망상)을 꼼꼼히 만들어 내어서 그것에 매달리고 이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 그 자체를 잊어 버린다｣. 나치 

시  농업사상의 가장 중요한 담당자의 한 사람인 게오르규 할베(G. Halbe)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자연과학자라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것을 살아 있는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농민

을 자연과학자에 치시킨다. 나아가서, 농민은, 농장 내의 토양, 식물, 동물, 인간의 상호연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자연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화학비료가 아닌 농장 내의 가축이 배설한 분

뇨를 비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장려한다. 동시에 가축의 사료도 농장 내에서 육성된 식물로 하지 않으면 안된

다고 한다. [농장과 지역이 차별성, 지역 내에는 산과 강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만들어 낸 역사와 문화가 있지

만, 농장에는 이것이 없다. ｢농장｣을｢닫힌 유기체｣또는｢개체｣로 파악하고 있지만,｢지역｣은｢열린 유기체｣또는 

｢개방계｣이다. Entropy 증  법칙이 작용하는｢순환이 작용하는 개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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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에는 생산자 만의 노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농장에는 농민 생산자 만이 있지만, 지역에는 생산자와 

동시에 소비자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도 자연에 한 인간의 한계를 자각ㆍ인식시키고, 

생태ㆍ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객체화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④ 나치즘과 유기농업과의 관계에 한 연구 : 5가지 유형

    ⓐ A. C. Bramwell, 1982, 피와 땅, 발터 다레와  히틀러의｢녹색당｣
인지학(人智學) 계통의 연구자들은, 나치와 손잡은 것을｢바이오 다이나믹(BD) 농법의 활동 여지를 확보하

기 위한 전략적 양보｣(Vogt, 2000b, 167)라고 평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관계성을 지적하고 있

는 것이, Bramwell의 공적. 그러나,｢제국 자연보호법｣의 서명자이며 식량 농업 장관인 다레(Richard 

Walther Darré)의 유기농업 수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BD농법과 나치당 정책에 관한 사실 오인

이 많다.

    朴 G. Vogt, 2000, 에콜로지 농업의 생성과 발전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ékologischen Landbaus2) in deutschsprachigen Raum, 독일 유기

농업사의 관점에서 나치즘과 유기농업의 관계를 연구한 것. 이 연구는｢농업과 자연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농업에 있어서 지(知)의 형태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라는 관점에서 BD농법의 다면적인 역사를 부각시킨

다. 그러나 1941년 6월 BD 전국연맹이 금지된 이후에 해서는 검토가 없다.  

    ⓒ W. Jacobeit / C. Kopke, 1999, 강제수용소에 있어서 BD 농법 : 1939년에서 1945년의 SS의｢독일 

양ㆍ식량 연구소｣의 농장
W. Jacobeit / C. Kopke, 1999, Die biologisch-dynamische Wirtschaftsweise im KZ. 

독일의 국내외에 설치된 강제수용소에 있어서, 왜, BD 농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계획되고 있는가에 

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진 총괄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마이어에 해서는 BD 농법의 반 자의 측면 만이 부

각되고 있으며, 그의 자연관ㆍ생명관에 해서는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으며, 다레의 농정과 BD 농법 사이에 

있었던 미묘한 긴장관계도 거의 기술되고 있지 않는다.

    ⓓ U. Werner, 1999, 국민 사회주의 시 의 인지학도들(1933-1945)
U. Werner, 1999, Anthroposophen in der Zeit Nationalsozialismus(1933-1945) 

    ⓔ H. Koepf / B. Plato, 2001, 20세기에 있어서 BD 농법의 발전사

2) 독일에서는 유기농업을 ｢Organischer Landbau｣라고 부르지 않는다. 신｢에콜로지 농업｣또는｢생물학적 농업 biologischer 

Landbau｣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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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Koepf / B. Plato, 2001, Die biologisch-dynamische Wirtschaftsweise im 20 Jahrhundert

｢순환성과 다양성 및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가지는 에콜로지｣, 즉,｢敬의 에콜로지｣는, 즉 敬의 농업은,｢탈
취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근 문명이며, 근 농법 인데, 이에 하여, 빼앗지 않고, 죽이지 

않고, 부여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문명이, 敬의 농업 문명이다. 죽이고 탈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근 문명의 창시자인 <근 적 인간>이 지금, 스스로 만든 것에 의해 죽어 가고, 탈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 적 인간>으로 부터의 탈각하는 것이, 敬의 농업의 출발이다｣.  

2.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탄생배경

1) 당시 독일의 농업 사정 : 독일형｢녹색혁명형 농업｣
1840년 유스토우스 폰 리비히 남작은 무기질 화학비료를 사용하므로서,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

고 식물과 토양의 관계를 무시하고, 작물의 생장을 강제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공업적 농업

을 시작하 다. 이 원리는 축산에도 사용되어서 병아리는 40일 만에 닭으로 성장하도록 되었다. 이같은 공업

적 농업의 원리는 품질은 거의 무시하면서, 보다 많은 수량 만을 추구하도록 되었다. 

독일 북부의 저지 와 동부를 중심으로 경토(輕土)라고 불리어지는 모래가 섞인 점착도(粘着度)가 낮고 보

수력(保水力)이 약한 토양이 넓게 전개되고 있었는 데, 이러한 토양이 독일 전 국토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었

다.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도 질소 성부이나 석회성분이 현저히 결핍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일 농업의 

일관된 과제는 식량증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제 1차 세계 전 직전인 1913년 7월에서 14년 6월 경 까지, 질소(N) 약 18만 5천 톤, 인산(P2O) 약 55만 

5천 톤, 칼리(K) 약 49만 톤이 소비되었다. 이것이 제 1치 세계 전 중의 저조기를 거쳐서, 1924년 7월에서 

1925년 6월 가지의 사이에 질소 약 34만 톤, 카리 약 66만 3천 톤, 인산은 약 37만 1천 톤 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화학비료의 다투입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 , 독일의 모든 지역의 토양에, 심각한 사태

가 초래되었다. Vogt에 의하면, 토양의 산성화, 작물의 뿌리의 미발달, 토양구조의 파괴에 의한 보수력(保水
力)의 저하, 작물의 양양가의 감소, 해충의 량발생,  작물의 질병발생의 빈번화. 이것은 주로, 화학비료의 

다투입으로 토양의 양에 편중을 초래하여, 토양 생물들의 생활환경을 파괴한 것이 원인이라고 당시의 농학

자들이 지적하 다. 또한, 화학비료는 아니지만, 살충제의 사용에 의하여, 비소, 동, 수은이 작물에 잔류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Vogt 2000a : 32-35). 나아가서, 제 1차 세계 전 후 약 5년간, 독일의 농지에서는 ha 

당 수확량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전쟁 중의 약탈농업이나 가축의 분뇨조달의 감소와 더불어 화학비

료에 의한 토양의 열화(劣化)라는 논조가 농학계에 증가하 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은 1920

년 의 독일의 농학계에는 미생물학, 생태학 등의 성과가 채용되기 시작하 다고 한다[개발과학과 검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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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임 레그]. 경제학적으로는 마이마르 공화국 말기가 되면, 농작물의 가격저하가 화학비료의 가격저하 보

다 훨씬 현저하 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이용하는 농가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었다. 동시에 강연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화학비료의 다투입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연작장해에 의한 작황부진, 종자의 품질 저하로 기근이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슈타이너에게 자문을 요청하 던 것이다.

화학비료의 거절을 호소한 슈타인너의 강연이 인지학도의 농민이나 융커를 상으로 공범하게 이루어진 것

은 이러한 시 적 배경이 있었다. 

2) 독일의 리포름 운동ㆍ식생활 개선 운동

19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는 당시의 공업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는 운동으로서 자연 식생활과 건강유지를 목

적으로 하는｢식생활 개선｣운동이 일어났다. 1887년 수도 베르린에｢베르린 건강 센터｣가 생겼다. 이 센터에서

는 식생활 개선에 한 조언과 유기농법으로 만들어진 채소ㆍ무첨가 식품 등을 판매했는데, 이것을 토 로 

후에｢Reform haus｣가 탄생하고,｢레포름(Reform) 운동｣[(식) 생활개선 운동]의 중심 거점이 되었다. 현재, 

이｢레포름 하우스｣는 국내에 약 4천 점, 유럽에 약 1만 2천 점이 활동하고 있다. 이｢레포름 하우스｣에서 팔리

고 있는 자연약품, 기능성 식품, 자연식품, 자연파 화장품 등｢레포름 제품｣은 독일의 법정기준 보다 훨씬 엄격

한 독자적인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Neuform｣이라는 마크(일종의｢안전보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독일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유기농업 운동체인｢데메터(Demeter) 운동｣그룹(세계 최초의 유기농 품질인증 단체)을 

포함하여 각각의 유기농업 운동 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이｢레포름 하우스｣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3) R. 슈타이너의 강좌와 신지학(神智學)에서 인지학(人智學)으로

｢생명역동 농법｣,｢생태학적 역학적 농법｣또는｢생물 기능학적 농법｣이라고도 번역되는 바이오 다이나믹 농

법은, 유기농업 가장 오래된 원류 중의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유기농업을｢biologischer Anbau｣라고도 표현한

다. 

슈타이너는 괴테의 저작에 의해 정신적으로 커다란 향을 받고, 공업문명이 갖는 유물주의 발전에 반 하

는 운동으로서 1899년 USA에서 창설된 신지학 협회에 가입했다. 이 협회의 목적은｢자연 속에 은폐된 신비에 

하여, 도한 특히 인간 내부에 숨겨진 정신적ㆍ (靈)적 능력에 하여 모든 가능한 고찰의 탐구｣에 두었다.

신지학 협회의 심령술적ㆍ반 기독교적인 방향을 비난하고, 1913년 그는 탈퇴하고, 다른 동조자들과 함께 

스위스의 바젤 근교에 Goetheanum을 건설하고 인지학 협회를 창설했다. 그는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탐구하여, 생명의 모든 역에 적합한｢정신과학｣을 구축

하는 것을 인지학의 목표로 하 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우주는 상호 깊이 침투하고 있는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육체적 

감각에 의해 인식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즉, 물질적 실재(實在)이다. 또 하나는 물질계에서 모습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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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모든 것, 특히 정신적ㆍ 적 현상 이다. 만약 과학이라는 것이 물질의 법칙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라

면, 세계를 파악하는 가능성을 단히 좁히게 된다고 생각했다.｢정신과학｣에 의해 지구상의 요소들과 우주와

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1924년 강의에 의해, 그는 농업이 완수하는 역할에 한 견해를 발표하고, 전체로서 조화로운 사회를 성립

시키는 데 있어서 농업이 가지는 역할은 불가결한 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지학의 측면에서 

농업의 원리를 설명하고,｢농장｣=｢살아 있는 유기체인 토양｣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비료의 다투입에 

하여 엄혹하게 주의를 하고, 또한 생물적 촉매작용을 갖는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조제된 퇴비의 사용을 

권장하 다.  

슈타이너의 논리를 토 로 USA의 농학자 E. Pfeiffer는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창출하게 되었다(E. 

Pfeiffer의 토양의 비옥도1937년, 토양의 다양한 현상1949년 참고). 1928년, BD 농법 운동은 이 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보증하기 위하여｢Demeter｣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자율성을 가지며 독립된 

농업경 이야 말로, 예컨 , 1929년의 공황과 같은 것에 휘말린 사회에서 유일하고 확고한 기반이 되며, BD농

법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다(이것은 최근 쿠바의 사태에서 증명되고 있다). 제 2차 

세계 전 이후, 이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4) 슈타이너의 강연 내용 요약

⑴ 점성학(占星學)적인 초 자연적 정신세계 : 그는 당시, Entropy 증 법칙에 한 이해가 부족하 다 고 

보여진다. 

⑵ 농민의 전승문화의 존중과 과학비판 :｢농사 월력｣
⑶ 광물성 비료에 한 비판과 생태학적 순환형 농장의 형성 :｢농장｣을 하나의｢닫힌 유기체｣로 보는 것이 

슈타이너 농법이론의 핵심이다. 개개의 요소가 흡사 세포, 조직, 기관처럼 상호 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

의 개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개체의 속에서 혈액과 같은 물질이 순환하고 있는｢유기체｣, 이것이 그의 농장

관 이다. 이 농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화로운｢생태계｣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생물권 평등주의｣적 

농장이며,｢인간 중심주의｣적 농장은 아니다.  

⑷ 농업기계의 사용에 한 주저와 수작업의 중시 

※★● 敬사상--> 三農 사상--> Entropy 증대 법칙[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적 관계성] 및 ｢외부 불경제

｣의 제거,｢시장실패｣의 제거를 모두 포괄하는 것, 이것이 敬의 농업의 핵심이다.

[참고], 이하는 과거의 원고임

⑴. 경과 

스위스의 Rudolf Steiner(1861-1925)는 Anthroposophy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농업의 원리를 1924년에 처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627

제안발표

음으로 밝혔다.

슈타이너는 특히 지구의 힘과 우주의 힘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면 우주는 상호 서로 깊이 침투하

고 있는 2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육체적 감각에 의해 인식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하자면, 물질적 실제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계로부터 모습을 은폐시키고 있는 모든 것, 특히 정신적⋅ 적 

현상이다. 만약, 과학이 물질의 법칙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세계를 파악할 가능성을 상당히 축소시켜 버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정신과학｣(Spiritual Science)[=인지학: 필자]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요소와 그것과 우주

와의 관련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체로서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의 성립에 있어

서 농업의 역할을 불가결한 것으로 평가하므로서, 슈타이너는 인지학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농업의 역할에 

해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살아 있는 유기체인 토양｣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비료의 다투입에 해 엄격히 주의하며, 

생물적 촉매작용을 갖는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조제된 퇴비의 사용을 장려했다.

E. Pfeiffer는 슈타이너의 농업이론에 토 를 둔 실험과 검토를 거쳐 Biodynamic 농법을 창출하게 되어다. 

⑵.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철학과 내용  

  ①. 세계 최초의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유기농산물 인증단체인 데메터는｢ 지로부터 받은 풍요로운 혜

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서로 나누어 가지는 정신이 없으면 유기농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

실에서 출발한다.

  ②. 슈타이너는 농업은 어떤 부분에서도 명확한 이론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 이론은 오랜 경험 속에서 

체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고, 그 내용은 인간과 자연과의 화로 부터 시작하지만, 그 접한 관계는 

시 와 더불어 희박해져 가고, 농업은 실천적 노동과 실천적 기술의 전승을 기초로 하여 다음 세 로 

인계되어 가지만, 농업은 체험적인 요인이 많다.

  ③. 유기농업의 기본적 이념은, 앞으로 세계가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변하더라도, 지구에 있어서 

인류의 가치는 불변이며, 동시에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도 그 가치는 불변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유기농업은 유기체를 그 중심에 놓는다. 작물도, 동물도, 생태계도, 경관도, 촌락 및 자연환

경 등 모두 공(球)과 같은 유기체이다. 작물과 동물의 공동체, 토양과 작물의 시스탬은 보다 큰 생태

적 단위이며, 유기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농업은 유기체와 더불어 일을 수행하며, 유기체를 만드는 

일이다. 자연을 이해하는 데서 비로소 그 업무는 완성된다. 생명체와 유기체의 성질은 과학의 최고의 

테마이다. 유기체의 각각의 활동과 기능은 다르지만 생명조직 전체의 부분으로서 만이 존재한다. 유

기체에 있어서 부분의 기능은 예측불가능한 방법으로 기능들을 변경시키지 않고는 격리 불가능하다. 

또 유기체 전체에 나쁜 향을 가져오는 부분적 기능을 외부에서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농업의 순환(=윤회) : 농업과 자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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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하나의 공(球)으로서 예를 들 수 있다. 자연 그 자체가 하나의  공으로서 인

식될 수 있다.……물리학이나 농학 등 통상적 과학은 보다 작고 세분화 한 공으로서 추구되므로서 

제한된 협의의 공만을 본 결과, 해석적, 양적 방법인 것에 비해 유기농업은 질적 생태적 방법을 실

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이란, 지구상의 우주적인 생명을 형성한 것 모두를 의미한다.

슈타이너의 강의의 기본적 관점은, 농업을 우주의 순환적 관점에서 관찰(=Ecology)하고, 유기체로 

부터 유기체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모든 유기체의 이미지를 

통일된 하나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유기농법을 형성하여 간다고 생각한다. 구성되는 지역 자연체

(=지역 생태계)의 발란스 속에서, 가축의 육성과 작물의 육성을 순환(=윤회)시키고, 발란스가 이

루어진 조합의 속에서 존재를 본다. 따라서 유기농업의 농장[참고:서양은 농장의 규모가 크므로 

농장내의 물질순환체계, 우리의 경우는 수계(水系) 중심의 지역내의 물질순환체계]은 퇴비를 비롯

한 가축용 사료, 종자 생산 시스템 등 투입물 모두가, 그 농장에서 조달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농장[=지역]의 다양성(=종합성)은 생산의 지속능력을 높여준다. 그의 농

업이론의 특징은 지구 상의 다양한 현상은 생명현상을 포함하여 우주의 순환법칙에 지배되고 있다

고 하는 인식론에 있다.  

생산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그 기준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적 시야의 위에서 폭넓은 환경적 시스

템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농업생산은 자연계 중에서 야생동물, 곤충, 조류와 더불어 있는 삼림, 초

원, 하천, 호수, 바다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공존시켜 가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에 필

요한 생태계와의 관계를 항상 유지⋅보전하지 않으면 않된다.

농업생산은 우주의 1년 싸이클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생산의 리듬은 그 싸이클로 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이 싸이클, 그 리듬을 무시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 유기농업과 그 

시스템은 지의 모든 자원을 보전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최 한 제어하며, 재배하는 시스템이

다. 동시에, 지구의 힘과 우주의 힘을 중시하여 퇴비의 사용을 장려하여 온 농법으로서 유기농업 

농장의 계획과 경 의 거시적 생태계 효과는, 토양, 물의 성질, 야생동물의 건강, 촌락의 경관 유

지 등 최 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농법으로는 농장 내의 물질순환을 기본

으로 하므로 시비 등 외부에서 만들어 진 농자재의 투입을 엄격하게 경계하는 농법의 시행을 주장

하고 있다. 

5) 국의 유기농업(Organic Farming) 운동  

인간의 사회생활도 물질순환에 의존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물질생활의 일부를 ｢인간화｣시킨 경제순환에 의

존하고 있다. 경제순환은 화폐를 통하여 물적인 재화와 비물질적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폐기가 반복되

는 순환이다. 경제순환은 항상 물질순환의 범위 내에 있지만, 역으로 물질순환의 규모와 방향, 속도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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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정도로 상호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경제순환과 물질순환의 상호관계 속에서 농업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화학비료를 포함한 화학물질 의존형 농업의 전형적인 형태는 소위 녹색혁명(Green 

Revolution)형 농업이다. 이러한 형태는 물질순환의 측면 보다는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 평가한 것으

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적인 농법⋅농업의 형태에 한 갈망을 낳고 있다. 

국은 그 안적 농업으로서 Soil Association이 1946년부터 추구하여 온 유기농업의 유형을 창출하여 가고 

있다. 이는 주로 삼포농법에 토 를 둔 윤작농법을 주로 활용한다. 

⑴. A. 하워드(Albert Howard)(1873년-1947)의 생애

국인 병리학자인 A. 하워드는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유축복합(有畜複合) 농가에서 태어나서 1896년 켐브

리지 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여 졸업한다. 1899년에 서인도 제도의 여러 연구소에서 세균학 강사로 부임

한 후, 1902년에서 05년 까지 국으로 돌아 와서 농업연구로 유명한 와이 칼리지에서 식물학자로 근무한 

후, 1905년 인도에 부임하여 맥류, 콩류, 사료작물 등의 연구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에서 화학

비료를 중심으로 체계화 된 서양의 농학에 하여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 그후, 1925년 인도의 중부인 인도

르(Indore)에 농업연구소를 설립한다. 

⑵. 동양의 농법으로 서양의 농법을 극복한다.

이 연구소에서 그는 유기 폐기물을 완전이용 할 수 있는｢인도르 방식(Indore Process)｣을 고안한다. 화학비

료를 거부하는 이 인도르 방식의 농법은 한국, 인도, 중국 등 동양의 전통적 농법에서 힌트를 얻어서 고안한 

것이다. 이 방식은, 땅, 짚, 가축 분뇨, 식물성 폐기물 등을 부숙시켜서 그것을 몇 번 뒤집어서 퇴비를 농지에 

뿌려서 토양 속에서 부식을 충만케 하여, 단립(團粒)구조를 형성함과 동시에 토양 속의 미생물이나 지 이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지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식시키는 온도, 뒤집는 시간, 미생물의 활성화, 

배수(排水) 등을 상당히 자세히 분석하여 체계화 시키는 것이다. 그의 농법의 토 가 된 그의 농업사상은 그

후, 農業聖典(1940)으로 정리되었다. 이 책에서 그의 사상은｢인도의 농민은 서양에서 배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경구에 집약되어 있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전부 농지로 환원시키는 인도

인의 관습 속에서, 농민의 지혜와 근  서양농업 비판의 근거를 찾고 있다. []

[토착지식(Indogenous Knowledge)과 지역에 토대를 둔 지식(Local Knowledge)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기

술, 무엇을 삼가야 하고, 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토착지식과 지역에 토 를 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민의 

지혜>를 공경하고, 서양에서 유학으로 배운 지식만을 숭상하는 교수들의 지식을 삼가야 한다.]

6) 하워드의 슈타이너 비판

농업성전서문에서,｢우리들은 화란이나 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BD농법에 하여 약간의 관심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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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슈타이너 제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진실로 해명하고, 그들의 이론의 가치를 실증하는 실례를 제시

하 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슈타이너의 제자들이｢인간의 배성물의 시용(施用)은 유해하다｣고 하

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농법, 즉, 인분뇨를 비료로 하여 토지에 환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 하워드는, 이것을 소홀히 하여 

온 정부의 하수도 보급정책과 근 농학, 그리고 BD 농법에 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 

슈타이너도 인분뇨의 사용을｢비료로서 극히 조금 밖에 효과가 없다｣｢인분뇨로 육성된 식물에는 인분뇨의 

단계의 그 로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애매한 이유로,｢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다

(Steiner, 1929년: 175). 

하워드의 저서, 토양과 건강에도, BD농법이라는 명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비판이 있다.

｢인도르 방식으로 만들어진 퇴비는, 다른 어떤 제 1급의 퇴비와도 유사하다. 그 방법에 특허는 없으며, 특별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이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 도 없다. 최초로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하여 두는 

편이 좋다. 이는, 근년, 우리들의 퇴비운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을 걷우고 있어서, 수 많은 모방품이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특허를 갖고 있으며, 배양균이나 비법의 정수(精髓, extract), 또는 비법

의 지식에 기초를 둔 것[BD 농법에서 사용하는 Préparat(작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힘이 있는 특별한 조합제)

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음. 이것을 사용하여야 Demeter 라벨을 허가받음,]등이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건강과 

행복이 촉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들이 있는 것은 똥과 마법과의 혼합이라고 해야하는 것이다. 인도르 

방식은, 이런 종류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산림이나 삼림의 땅의 상층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모방한 것 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특허가 부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Howard 1947; 212). 

7) 하워드의 건강과 토양 및 농업성전에 나타난 유기농업에 한 사상의 요약

⑴ 모든 생물은 태어나면서 부터 건강하다.

⑵ 이 법칙은, 토양, 식물, 동물, 인간에게도 들어 맞는다.  이들 4가지의 건강은, 하나의 연계사슬의 고리

로 맺어져 있다[순환의 고리, 필자].

⑶ 연계사슬의 최초의 부분의 고리인 토양의 약점 또는 결함은 고리를 차례차례 옮겨가면서 최후의 고리, 

즉, 인간에게 까지 도달한다.

⑷ 근 농업의 파멸의 원인으로 광범하게 퍼져 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해충이나 질병은, 이 연계사슬의 두 

번째 고리인 식물 및 세 번째 고리인 동물의 건강의 커다란 결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⑸ 근 문명국의 인간(네번째 고리)의 건강의 저하는, 제 2, 제 3의 고리에 있어서 결함의 결과이다.

⑹ 나머지 3가지 고리의 일반적 결함은, 제 1의 고리인 토양의 결함에 원인이 있으며, 토양의 양 부족상태

가 모든 근원이다. 건강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위생이나 주거(환경)의 개선, 의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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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에서 얻는 이익의 모든 것을 쓸모 없는 것으로 해 버리는 것이다.

⑺ 우리들은 자연의 지시에 마음을 가다듬고, 자연의 엄연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 요구는, ① 
모든 폐기물을 땅으로 환원한다, ② 동물과 식물을 동거 시킨다, ③식물 양에 한 적정한 보전기구를 유지

한다, 즉, 균근(菌根)의 공생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자연의 법칙으로 진보하여 따른다

면, 농업의 번 을 촉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 자손의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자산

의 형태로 그 가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 하워드의 유기농업(Organic Farming)의 기초와 본질 및 특징

⑴ 하워드의 유기농업의 기초는, 퇴비 만들기 운동이며, 이를 통하여 토양 세계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인간 사회가 안정되기 위한 토 를 만드는 것에 두고 있다.

⑵ 하원드의 유기농업, 즉, 인도르 방식의 본질은,｢인도르 방식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로, 규모 플

란테이션 사업--코피, 코코아, 사탕, 옥수수, 담배, 사이잘 마, 벼, 포도--에 있어서, 수량, 품질과 더불어 

현저하게 개선시키기 위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이 이해되기에 이르 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책).

⑶ 인도르 방식의 최 의 특징은, 인력 중심의 농법이라는 것, 즉,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노동

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규모 플란테이션 농업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건비

가 비싼 나라에서는 이 방식에 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서는, 콘크리트나 피치로 고정된 축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귀중한 분뇨는 분수기로 하수로 흘려 보낸다. 이 점에서, 하워드의 농업은, 식민지의 노동

력을 착취하기 위한 식민지 주의적이라고 비판도 많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일면적 이다. 그의 출발점은, 일

상생활, 생산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농지로 환원한다 라는 것, 즉｢순환형 농법｣이것이,｢인도르 방식｣의 

핵심적 본질이라고 하겠다.

9) 세종 왕 농법 : 지역 내의 물질순환 농업

(1). 15세기 조선의 농법(1418--1450)

중국농서의 초록본들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농업환경을 기반으로 이룩된 농업기술이므로 우리농업현실에 

맞을 수가 없었을뿐더러, 우리농업기술이 독자적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중국농서의 초록본을 가지고는 권농

의 지침서로 쓰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에 세종은 1428년, 경상ㆍ전라ㆍ충청도 감사에게 을 내려 도내에 

오곡에 알맞은 토양과 갈고 씨뿌리고 김매고 거두어들이는 방법 그리고 섞어뿌림(混作)하는 방법을 늙은 농부

들에게 물어서 적어 올리라고 하 다.

두 번에 걸친 이 왕명에 따라, 3개도의 관찰사가 적어올린 삼남의 농법을 당시 공조판서로 있던 정초(鄭招)

와 종부소윤(宗簿小尹) 변효문(卞孝文)에게 정리하도록 하여 1429년에 초판 1천 부를 인쇄ㆍ배포한 농서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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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사직설(農事直說)이다. 농사직설은 수도작 중심의 삼남의 농법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풍토농서로 

당시에 관행하던 선진기술을 수록한 농서다. 또 편찬방식으로 보면 수많은 노농(老農)들이 편찬에 공동으로 

참여한 특이한 농서다.

그 내용을 보면 섬유작물로는 마(大麻), 식량작물로는 벼, 보리, , 기장, 조, 수수, 피, 콩, 팥, 녹두, 

기름감 작물로는 참깨, 들깨 등이 수록되어 있고, 원예나 양잠, 축산 등에 해서는 제외되어 있다. 곧 국민생

활에 우선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작물만을 다루고 있어 당시의 식량사정을 잘 반 한 농사라고 풀이된다. 작부

방식은 마의 경우에만 휴한을 언급하고 그 밖의 작물들은 모두 1년2작, 2년3작 등의 연작농법을 풀이하고 

있다. 농기구는 인력중심의 냉(冷)농기구들이며 동력의 경우 축력(畜力)을 이용한 쟁기, 써레, 극젱이들로 모

두 노동집약적 농법을 풀이하고 있다.   농사직설 이후 한국농서는 개화기 서양의 실험농학(實驗農學)이 

도입되기 이전 약 82종 가량이 편찬되어 권농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표에

는 약 70종으로 헤아리는 정조(正祖)말년의 응지농서(應旨農書)가 제외되어 있다. 

조선시대 농서의 특징

첫째로 15~16세기 등 조선전기의 농서에는 체로 관찬(官撰) 농서가 6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조선전기의 

농업기술개량이 관(官)주도로 이루어졌거나 지도층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조선시 의 농서

는 전국을 상으로 편찬된 농서가 부분으로, 한정된 지역을 상으로 편찬된 지역(地域)농서가 극히 제한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같은 시기 전국의 기후변화의 폭이 적은데 원인한다. 셋째로 조선시

의 농서는 전문농서(專門農書)의 수가 종합농서(綜合農書)의 수보다 적어 그 비율은 47:53으로 구성되어 있

다. 중국농서는 이 비율이 75.6:24.4로 우리와 좋은 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농서의 질적 내용과 관계가 

있다. 넷째로 조선시 의 농서들은 부분 난해한 한문체(漢文体)로 되어 있어 농서가 농서의 최종 수요자인 

농민용이라기보다 농민을 지도하는 지도자용으로 편찬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1541년에 우마양저염역병치

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같이 긴급을 요하는 농서는 한문체풀이, 이두풀이, 한글풀이 등 동일내용을 3회 

반복 풀이한 농서도 있다. 다섯째로 조선시  농서의 편찬자들은 부분 관료사 부(官僚士大夫)들이 편찬하

다. 이는 일본농서의 편찬자가 부분 농민(百姓)들임과 좋은 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농서의 질적 내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조선시  농서편찬자중 신원을 알 수 있는 75명의 신분을 보면 관료사 부(문무) 53명(70.7%), 실학유생

(幼學)3) 21명(28.0%), 가정주부 1명(1.3%) 등으로 관료사 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같이 관료사 부가 

많은 것은 조선조의 인사 제도와 관련이 깊다. 경국 전(經國大典) 이전(吏典)조를 보면 “승문원 관원, 사자

(글씨정서), 이문(吏文)특이자 홍문관원, 교관, 체아직(遞兒職) 이외의 모든 관원은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사

3) 고려⋅조선 시 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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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상의 품계에 오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는 춘분전 5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수령을 거쳐야 4품의 부(大夫)나 장군(將軍)이 되는데 수령에게는 수령칠사(守令七事)라 하여 ① 농상

성(農桑盛), ② 호구증(戶口增), ③ 학교흥(學校興), ④ 군정수(軍政修), ⑤ 부역균(賦役均), ⑥ 사송간(詞訟
簡), ⑦ 간활식(姦猾息)의 의무가 주어졌고, 그 중 농상성의 고과점수가 높았으며 수령의 근무년수는 1800일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이 권농을 위해 수령들이 농업기술을 익혔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류의 농서를 쓰게 되

어 관료사 부들이 농서를 많이 쓰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곧 한국의 농서들은 출세의 수단으로 농업기술을 익혀 이를 정리한 것들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시 의 농서들은 남북한을 통틀어 현재까지 28종(식품서 포함)이 번역되었다.

벼농사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밭농사식 벼농사이다. 벼농사이면서도 밭의 작물처럼 벼농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인도 륙에서 발전된 것이며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제일 넓은 지역

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벼농사의 최  특징은 모내기를 하지 않는 직파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아

시아 지역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앙식 벼농사이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도 화전이 있었는데 열  

인도네시아, 열  산간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전식(火田式) 벼농사이다. 수도(水稻)가 아니라 육도(陸稻)

를 주로 재배했다. 화전식 벼농사는 여러 가지 주술적인 풍속을 많이 발전시켰다. 이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밭농사식 벼농사와 이앙식 벼농사이다.

밭농사식 벼농사와 이앙식 벼농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후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수(保水) 농업과 제초(除草) 농업 

밭농사식 벼농사는 기본적으로 비가 많지 않은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앙식 벼농사는 비가 많

이 오는 지역에서 볼 수 있다. 건조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보수(保水)-흙 속의 물 보전-가 결정적인 역할

을 하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작물 외의 잡초도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초(김매기)가 제일 

중요한 기술이다. 그런 면에서 보수 농업과 제초 농업이 기후조건에 의해서 농법을 나누는 것이다. 첫 번째 

밭농사식 벼농사는 보수농업에 속하고 이앙식 벼농사는 제초농업에 속한다. 이앙식 벼농사에서 모내기를 하

는 최  이유도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휴한(休閑) 농업과 중경(中耕) 농업 

또 한 가지 유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보수라던가 제초를 하는지에 따라서 휴한(休閑)농법과 중경(中耕)농

법으로 나뉜다. 휴한농법은 매년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휴한을 하면서 보수나 제초를 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남부유럽 지중해 지역에서 2년에 한번 휴한하는 농법

이 있었다. 북유럽에서는 3년에 한번 휴한한다. 그에 비해서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휴한을 하지 않고 매년 

같은 토지에서 농업을 하는데 재배 중에 중경을 함으로써 보수와 제초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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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수인지 제초인지 그리고 휴한인지 중경인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농업이 있다. 그중에서 밭농사식 

벼농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 중경농업이다. 매년 벼농사를 하지만 중경을 하는 큰 목적은 

보수이며, 땅 속의 물을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이다. 그에 비해서 이앙식 농업은 중경 제초 

농업이다.  

세종 11년, 1429년에 조선 최초의 農書인 農事直說이 완성된다. 조선 농업사에서 農事直說에 나타난 

농법이 갖는 의의는 조선적인 집약적 소농 농법으로 전환기임을 보여준다. 조선의 독자적인 농기구 체계의 

성립과 시비법의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후, 조선의 농업은 이를 토 로 발전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농법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농사직설에서는 이앙법을 소개하면서 ‘이 농법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 하면 모내기 할 시기에 물이 없

으면 수확이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농법임으로 수리조건이 좋은 논에서만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조선에서 중국의 이앙법을 수용할 때에는 모내기 계절에 충분히 물이 공급되어야 가능한데 그것이 상당히 어

려웠던 것이다. 중국의 강남지역이나 일본 열도는 모내기 시기가 장마철과 일치하는데 한반도는 장마철이 2주

일이나 더 늦게 시작된다. 그래서 모내기할 때 물의 공급이 일본이나 강남지방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리조건이 아주 좋은 논은 이앙을 해도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 논은 직파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농사직설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17세기에 편찬된 농가집성에서는 다시 농사직설의 내용이 수록되었

는데 원본에 비해 많은 보충이 있었고, 특히 이앙법에 대해 많은 보충이 이루어졌다. 18세기에 편찬된 산림경

제(山林經濟)에 와서는 벼농사로서는 이앙법, 즉, 모내기하는 농법이 중심적인 위치로 떠오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농사직설 시절에는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앙식 벼농사가 조선후기에 오면서 벼농사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농사직설의 편찬 시기는, 가뭄이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로 등장하 으며, 그래서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치수사업이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논 농사가 전체 경지의 약 28%, 밭 농사가 약 72%로 밭농사가 중심이었

고, 토지이용제도도 밭 농사 중심이었으며, 생산력도 밭 농사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밭에서의 다모작을 

강조하면서 조선에 독특한 2년 3모작을 확립하고 跡地關係와 ｢間種法｣을 조합한 6가지 정도의 다모작 조합==

윤작체계를 제시한다.

그후,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술적 극복과제 던, <제초와 지력유지>를 극복하고, 休閑法(수도작 

직파법)을 連作法[移植法=田植法]으로 이행하면서 논농사를 확 하여 간다. 그리하여 논에서 직파연작법을 

확립한다.

이 시기 농법의 최 의 특징은, <旱地農法 기술과 濕潤地 農法 기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논농업의 새로운 지력유지 방식의 기술수준을 밭농사에 원용하고, 그를 통해, 2년 3모작의 토지이용방식을 

정착시키며 이를 통해 경지를 확 하여 간다.

요컨 , 이 시기에 동원된 농법은, 轉作, 輪作, 間作 混作이 상호유기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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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인한 지력소모를 논에는 분뇨와 복토를 활용하던 방식을 밭에 원용하여, 밭의 경우는 草灰와 분뇨를 

활용하여 2년 3모작을 확산시켜 간다. 또한 물관리기술의 극복을 위해서는 재배작물의 조합을 변경하여 간다. 

이는 지역내의 순환농법의 모습을 보여준다. 

3.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IFOAM)의 유기농업

1) IFOAM의 유기농업에 한 정의

(1) “유기농업은 토양과 생태계와 인간의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체계이다.”
(2) “이는 (농약, 화학비료 등의) 유해한 자재를 사용하기 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종다양성을 

존중하며 각각의 지역조건에 적합한 순환에 의존하는 농업이다.”
(3) “유기농업은 우리 모두의 소유인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관계와 양질의 삶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통과 혁신과 과학을 결합하는 농업이다.”

2) 토착적 기술

IFOAM의 정의 중 세 번째 문장은, “유기농업은 우리 모두의 소유인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관계와 양질의 삶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통과 혁신과 과학을 결합하는 농업이다.”라는 것 이다.  

유기농업 기술체계에 있어서도,｢녹색혁명형 농업｣에 적용되어 온 공업적 기술체계와 농촌지역의 생태계 속

에서 “종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각의 지역조건에 적합한 순환에 의존”하고,  농민의 일상생활과 접히 결부된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토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과 혁신과 과학을 결합하는 농업”에서, 전통이란, 토

착지식(Indogenous Knowledge)과 지역에 토대를 둔 지식(Local Knowledge)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생산기술은 자연과학적 분야의 전문성에 의존하여 왔던 것이었

는데, 올바른 유기농업 기술이란, 농민이 농을 행하는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 지리적 조건, 토양의 조건, 

부존자원의 조건 등을 최 한 활용하고, 농민의 일상생활 조건들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농민의 주체성 회복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공업적 기술체계도, 농민의 주체성과 일상생활에 

토 를 두고 있는 ‘토 기술’이 없으면 유효한 기술로 될 수 없다. 

끝으로, 전통과 과학의 결합에서 과학이란, 생태계, 환경,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과학에 토

를 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Entropy 증 법칙에 토 를 둔 것, 즉,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

존적 관계성에 토 를 둔 기술체계가 올바른 유기농업 운동의 기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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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복지와 유기축산

1) 문제제기

R. L. Carson, 1962, Silent Spring, 

R. Harison, 1964, Animal Machine, 

T. Colborn, D. Dumanoski,J. P. Myers, 1996, Our Stolen Future

등의 문제제기와 유기축산ㆍ동물복지  

이러한 문제제기 이후, R. Brambell을 위원장으로 하는｢집약적 축산 방식 하의 가축의 Welfare에 관한 전

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집약적 축산이 가지는 가축 사육방법의 학 성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축

사육방식의 기준설정 작업에 들어 갔다.

21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심의회에서는, 가축의 Welfare에 관한 협정인｢국제 수송 중인 가축보호 협정｣
(1968),｢농용 가축보호 협정｣(1976),｢도살에 관한 가축보호 협정｣(1979)을 성립시켰다.

P. Singer, 1975, Animal Liberation에서 동물권리 운동의 이론화를 시도하 다.

J. Maison & P. Singer, 1980, Animal Factory, 등에 의해 미국의 집약적 축산을 비판하는 흐름이 일어나

자, EU 의회가 구속력을 갖는 Directive로 부적절한 축산방식의 제거를 위한 시도를 하게 되면서, Animal 

Welfare와 유기축산에 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2) 인간에게｢안전한｣ 축산 먹거리가 보장될려면,｢가축의 건강｣과 ｢가축의 복지｣가 보장될 때만이 가능하다.

3) 가축복지(Farm Animal Welfare)형 축산(=유기축산)과 지역내 물질순환형 농업

⑴ ｢녹색혁명형 축산｣(=｢공장형 축산｣)의 문제점과 인간 건강권의 심각한 위협, 그리고｢가축복지형 축산｣
의 필연적 확산 

⑵ 동물보호[(Farm) Animal Conservation]운동과 동물복지[(Farm) Animal Welfare]의 차별성 : 동물보

호 운동은 동물 종(種)의 절멸을 방지 또는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반면, 동물복지는 동물 개체의 보호와 고통

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개념이다. 

가축복지(Farm Animal Welfare)의 기본원칙은, 1993년 국정부의 농업용 동물복지 심의회(UKFAWC)가 

제안한 것으로, ｢5가지 자유(Five Freedoms)｣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서 확립되어 있다. ① 가축의 배고픔

과 목마름으로 부터의 자유, ② 가축의 불쾌함으로 부터의 자유, ③ 가축의 통증, 상처, 질병으로 부터의 자유, 

④ 가축의 일상 행동에 한 자유, ⑤ 가축의 공포와 슬픔으로 부터의 자유라는 원칙이며, 농업분야의 동물복

지 정책의 기준으로 되고 있다. 이 5가지 자유에 깔려있는 기본인식은,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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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스트레스에 의해 건강을 해치고, 질병에 감염되는 메카니즘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토 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의 개념에는 동물의 건강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가축은 인간의 식료와 의복 및 약(藥) 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축복지의 수준은 인간 먹거리의 안전

성,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가축의 건강과 복지의 수준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의 

실현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⑶｢토착기술｣에 의한 자연｢순환｣형 유기축산, 그 함축성

①｢자본에 의한 공장형 축산｣의 안 : 지역자원을 이용한 ｢농민적 축산｣과 생태ㆍ환경보전

첫째, 자연｢순환｣형 유기축산의 기술은, 농민의 농과 생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자연, 지역자원과 

생활관행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하여 보급되어 온 것이며, 본래적으로 지역자원의 유효한 이

용, 낮은 코스트, 생력화, 주변환경의 보전 등의 장점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그 기술은 지역의 자연에 강하게 

규정된｢토착기술｣, 소위｢地緣技術｣의 셩격을 갖고 있다. 즉, 토착적 농업 내부의 지식(Indogenous 

Knowledge, 생태ㆍ환경ㆍ생명ㆍ협동을 중시하는 지식)과 지역에 토대를 둔 토착지식(Local Knowledge, 在

地知識)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방목기술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자연｢순환｣형 유기축산 기술은 가족경 이 쉽게 도입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방목이 장려ㆍ권장되

는 것은 그 기술이 초식동물의 생리와 행동을 활성화 하는 합리적인 것이며, 축사에서의 사육에 비하여, 전체

적으로는 경비 절약적이며, 농민에게 시간적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축산농가에게 

방목은 노동 체적이며, 미이용 농림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방목도입에 있어서 소규모 가족경 이 

유지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붕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도 된다.

셋째, 자연｢순환｣형 유기축산은, 지역의 축산을 진흥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ㆍ환경보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기여하고 있다. 자연｢순환｣형 유기축산이 갖는 환경보전 기능에 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과 같은 재정적 지

원이 당연히 행해져야 한다[EU처럼]. 현재는, 직불제의 상은 1ha 이상｢농용지｣를 갖고, 그곳에서｢농업생산

활동 등｣을 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고, 지불 단가도 논, 밭, 채초 방목지가 크게 다르고, 방목지는 특히 불리

하게 되어 있다. 경작방기된 중산간지역의 논의 적극적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자연｢순환｣형 유기축산과도 적

극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U는 방목지에 하여 LFAs에 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논은 동북 아시아의 풍토에 합당한 농업생산 장치로서 중요하지만, 그 이용을 벼 농사에 한정할 필요

는 없다. 특히 답리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보리와 더불어 사료작물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앞갈이 작물(表作)로서 사료전용 벼를 재배하여, 발효 조사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조사료의 자급전략으로서 

크게 권장되어야 한다. 이때, 수입 조사료와의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재 일본의 보조금 지원조치

와 같은 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연｢순환｣형 유기축산은 체로 소규모 농가에게 적합한 농업이기 때문에 산출물의 소량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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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유통기구는 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순환｣형 

유기축산의 생산물은 제품 차별화 또는 제품 구별화를 토 로 한 地産地消ㆍ旬産旬消 또는 먹거리 유통거리 

줄이기(Food Miles) 또는 지역내 순환 개념을 도입한 유통체계의 구축과 홍보가 필요하다.

② 자연순환형 유기축산의 정의

  ⒜ 축산의 범위

여기서 사용하는 축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자 한다. ① 가축의 생산물(우유, 계란, 식육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② 사료의 생산과 ③ 사료의 급여를 중심으로 한 가축의 사육을 행하는 산업, ④ 가축

의 분뇨처리도 수반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산업이다. 

  ⒝ 자연순환형 축산이란, 정의

자연순환형 축산이란, ① 사료를 경  내에서 또는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사료자급형 축산｣이며,  ② 분뇨

를 경  내에서 또는 지역 내에서 퇴비 등으로 가공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환원ㆍ순환시키는 2가지 과정을 포

함하고 있다. ③ 유럽의 경우는, 축산의 제 1차 생산물(생 우유, 계란, 식육 등)의 가공과정 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비식용 가축부분의 처리과정으로서 렌더링(Rendering)과 그 생산물로서 육골분 

등의 순환도 포함하고 있다(여기서는 제외함, ∵ BSE의 원인). 

따라서, 자연순환형 축산을 정의하면, ① 배합사료 속에 항생물질 등의 화학약품의 배제 및 GMO의 배제 

그리고 렌더링 사료의 배제, ② 비육촉진ㆍ성장촉진을 위한 호르몬제의 배제, ③ 포육(哺育)을 위한 용유의 

배제(모우ㆍ모돈으로 부터의 수유), ④ 인공수정의 배제(수소(雄牛)에 의한 교배), ⑤ 가축을 움직이지 못하도

록 묶어두는 것(繫留, Mooring)과 가두어 두는 것의 배제(축사와 방목장 간의 가축이동의 자유 등), ⑥ 사양방

법에서 스트레스 배제 등, ⑦ 농후사료의 감축 노력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야초 등 조사료의 자급 노력 등 

사료의 자급형 축산, ⑧ 분뇨의 환원ㆍ순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순환형 축산의 유형은, ① 방목 낙농(소위 자기방식의 낙농), ② 집약적 방목 낙농, ③ 논과 복합적 방

목, ④ 산지 낙농, ⑤ 목야방목형 육우경 , ⑥ 동네  땅(里地)방목형 번식경 , ⑦ 방복 양돈, ⑧ 볏짚 발효 

조사료 이용형 낙농 등이 있다.

5. WTO 체제 하에서 배척되는 농업 : 다수확을 목적으로 한 녹색혁명형 농업, 

다수확을 목적으로 한 녹색혁명형 공장형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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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ntropy 증대 법칙의 함축성과 敬의 농업모색 

1. Entropy 증대 법칙의 함축성

【순환성】
전기(前期) 오행설은 오행 상승설(五行 相勝說)로서, 목금화수토(木金化火水土)라는 5 가지 원소의 병열이 

아니라, 5가지 원소가 순환하여 모든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이다. 木은 지를 갈라서 싹을 틔우기 때문에 木은 

土에 勝하고, 목은 금속에 의해 벌채되므로 金은 木에 승하고, 금은 火에 용해되기 때문에 火는 금에 승하고, 

火는 물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에 水는 火에 승하고, 水는 土에 의해 저지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土는 水에 승한

다는 것이다. 이같은 무한의 Cycle이 지속된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먹고 더 강한 것의 먹이로 되어서 순환한

다는 약육강식의 이론이며, 보다 강한 나라가 살아 남는다는 전국(戰國)의 논리 전개이다. 여기서 순환이론이 

나온다. 서양의 환경사상이나 이론에는 순환개념이 드물다. 서양의 환경이론에서 순환을 말하는 것은, 열역학 

제 2법칙인 Entropy 증대 법칙 정도라고 생각된다.

후기(後期)의 새로운 오행설은, 오행 상생설(五行 相生說)로서 약육강식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원소가 다

음의 원소를 낳는다는 이론으로 변화, 발전한다. 즉,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는, 목은 연소되어서 火를 만들

고, 火는 회(灰)를 만들어서 土로 되고, 土에서 금속이 만들어지고,  금속의 속에서 水가 만들어 지고, 水는 

木을 육성한다는 상생ㆍ순환하는 것으로 되었다.

토에서 금속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시의 제련(製鍊)법이 사철이나 사금, 자연 동(銅)을 원료로 하 기 때

문이다. 금속의 가운데서 수가 생긴다는 것도 금속의 차가움이 수의 성(性)이라고 생각했다. 금속의 속에서 

용출된 수로 되면, 중금속이 듬뿍 용해되어서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이 시 에 소중하게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상, 즉, 환경보호ㆍ보전의 대상이, 곧 이 <목화토금수>

이다. 목화토금수가 갖는 정화의 순환이 잘 작용하지 않으면,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이 나타난다. 이는, 목화토금수가 가지고 있는, <물(物)을 낳는 힘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생명창고ㆍ지역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운동도 그렇다. 생명창고는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인 데, 

그 힘이 쇠약해졌다. 아니, 그 힘의 중요성을 깨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 힘을 쇠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목화토금수의 균형된 자연순환의 Cycle 속에서 중심(간)에 배치된 토=대지를 중심으로 오행의 순환

은 성립한다. 

【다양성】
DNA 구조, 유일함ㆍ귀중하고, 소중함ㆍ존중함, 평등성과 협동성. Association과 사회적 배제와의 전투. 

｢시장과 국가의 복합 시스탬에 의한 국민생활의 식민지 화｣와｢財ㆍ權ㆍ言ㆍ學ㆍ종교의 담합구조에 의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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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식민지화｣의 극복

【상호 의존적 관계성】Fair Relationship 

【화엄사상과 퇴계의 敬 사상과의 관계】

2. Entropy 증대 법칙과 세종대왕 농법

이 시기는, 가뭄이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로 등장하 으며, 그래서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치수사업이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논 농사가 전체 경지의 약 28%, 밭 농사가 약 72%로 밭농사가 중심이었고, 토지이용제도도 

밭 농사 중심이었으며, 생산력도 밭 농사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밭에서의 다모작을 강조하면서 조선에 

독특한 2년 3모작을 확립하고 跡地關係와 ｢間種法｣을 조합한 6가지 정도의 다모작 조합==윤작체계를 제시한

다.

그후,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술적 극복과제 던, <제초와 지력유지>를 극복하고, 休閑法(수도작 

직파법)을 連作法[移植法=田植法]으로 이행하면서 논농사를 확 하여 간다. 그리하여 논에서 직파연작법을 

확립한다.

이 시기 농법의 최 의 특징은, <旱地農法 기술과 濕潤地 農法 기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논농업의 새로운 지력유지 방식의 기술수준을 밭농사에 원용하고, 그를 통해, 2년 3모작의 토지이용방식을 

정착시키며 이를 통해 경지를 확 하여 간다.

요컨 , 이 시기에 동원된 농법은, 轉作, 輪作, 間作 混作이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다모

작으로 인한 지력소모를 논에는 분뇨와 복토를 활용하던 방식을 밭에 원용하여, 밭의 경우는 草灰와 분뇨를 

활용하여 2년 3모작을 확산시켜 간다. 또한 물 관리기술의 극복을 위해서는 재배작물의 조합을 변경하여 간

다. 이는 지역내의 순환농법의 모습을 보여준다.

엔트로피 증 의 법칙이 작용하는 데도, Entropy 수준이 낮은 지구환경을 보전⋅유지 시키는 것은 4가지 

종류의 자연의 순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쩨는, <대기 순환>, 둘째는 <대기 순환을 보완하는 물(水) 

순환>이다. 지표의 열을 흡수하는 양은, 물(水)순환이 기순환 보다 4배 크다. 그래서 기와 물 순환은 지표에 

존재하는 여분의 열 Entropy를 우주에 버린다.∴ 지표의 열 Entropy 수준을 낮게 유지함. 셋째, <생물 순환 

or 생태계 순환>인데, 지구상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지구 밖으로 방출하는 것은 곤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피 증  법칙으로 인해 지구상의 물질은 Entropy 최 의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

의 物 Entropy 수준은 낮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생기는 폐기물, 物 Entropy는 어떻게 처분되는가?

만약, 지구상에 생명이 식물만 존재한다면 토양 속의 양분은 수년 내에 고갈되고 식물의 사체도 누적되어 

오염된다. 그러나 식물의 사체는 동물, 균류, 미생물에 의해 해체되고 소화⋅분해되어 최종적으로는 물과 토

양, 탄산가스로 분해된다. 요컨 , 미생물의 폐기물인 양분은 그리하여 다시 토양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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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생물순환이 파괴되는 주원인으로서 도로의 부설⋅포장에 의한 산림분단, 골프, 스키장 건설 등은 

식물의 숫자를 줄이므로 생물 다양성을 줄이며, 나아가, 곤충 등 동물, 미생물의 생활의 장도 탈취 당함.

이 같은 생물 순환 혹은 생태(계) 순환은,∴ [인 등의 양분이 토양 → 식물 → 동물 → 미생물 → 토양] 의 

시스탬을 유지하면서, ｢적 적 상생 혹은 공생系｣를 통해 순환과 다양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개방系이어야 한

다. 이같은 <적 적 상생>은 시간적 역행이 없는 비가역의 세계이며 동시에 巨大數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이

므로 엔트로피 증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순환에 의해 토양에 다시 양분이 보급되고, 식물은 다시 생육된다. <적 적 상생>은 생명의 정상성

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 순환에 의해 생태계의 Entropy 수준은 변함없다. 이 같은 적 적 상생을 

활용하는 농법인 유기농법은 엔트로피 법칙의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생명농법이다.

현  문명은 인간만이 이 지표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목표로 다른 생물과의 적 적 상생을 깡그리 망각하고 

있다. 즉, 인간에게 해로운 생물도 인간이 이 지표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그것을 구축

⋅배제해 버리므로서 다양성을 축소⋅파괴하고 나아가 순환성을 왜곡⋅파괴시킨다. 예를들면, 농약을 친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한 것임과 동시에 그 제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제초제를 

치는 것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잡초관리｣가 아니라, 생명의 제거를 합법적으로 제도화함을 통해 이득을 보

자는 것이다. 요컨 , 이러한 반생명적인 농법이 근  과학적 농법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고 있는 소위 <녹색

혁명>이라는 것이다. <녹색혁명형 농법>은 요컨  열역학 제 1법칙이 작용하는 세계의 연장이므로, 패러다임

의 전환을 시도하여 엔트로피 증 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에서는 생명가치가 존중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유기농업｣ 혹은 ｢유기⋅순환농업｣, ｢환경보전형 농업｣은 <적 적 상생>을 유지시킴으로써 생
명의 정상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생명활동에서는 Entropy를 량으로 발생시키지만, 物 Entropy가 증 하지 않는 것은, 생태 순환이 전체

로서 발열하므로 物 Entropy가 熱Entropy로 전화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태순환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은, 

토양과 물이다. 

외래종 식물인 멕시코 원산의 코스모스의 단작화는 재래종 식물의 순환과 코스모스의 순환이 불일치 하므

로서 병과 해충을 발생시킨다. GMO도 동일하다.

저 엔트로피라고 하더라도 생물 특유의 순환속도와 합치되어야(=적 적 상생) 생명계는 공존하게 된다. 소

위 녹색혁명을 통해 다수확⋅증산을 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면 생물순환의 속도가 

촉진되므로,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교란이 일어나고, 결국, 생태환경이 파괴된다. ∴GMO는 교배에 의한 對  
自然의 순환의 속도=주기를 촉진 하므로서 생태계를 교란, 파괴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영양분 순환, 양분이

란, 토양 속의 미생물이 엔트로피가 낮은 유기물을 몇 단계에 결처 계속 분해시킨 결과물로서 미생물에게 있

어서는 최종의 배설물이다. 그런데, 생태순환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인 등 양분은 물에 용해되면서 식물이 

이용한다. 그러나 이용하는 식물이 적다든지 겨울에 식물이 활동을 휴식하면, 양분을 함유한 물은 토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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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어, 산에서 평지로, 육지에서 강으로, 해양으로 해면 또는 연안에서 심해로 흘러 들어간다. ∴ 산지는 

민둥산, 육지는 사막으로 된다. 해면도 무생물상태로 된다. 모든 양분은 심해로 간다. 

그러나 지구에는, 바람이 분다든지 해수의 온도 보다 기온이 낮으므로 양분 풍부한 심해수가 상승하는 

해역이 생겨서 좋은 어장으로 되었다. 예를 들면, 적도 부근의 무역풍은 해류를 발생시켜 심해의 양분 많은 

해수를 상승 시킨다. 또 북양의 겨울에는 표면수의 온도가 저하되어, 무거워짐으로서 심해의 따뜻한 양분 많

은 해수 간에 류가 발생한다. 북반구 해양의 동쪽에 북풍이 불면, 표면의 해수에 하여, 지구의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의 힘(Coriolis Force)｣이 서향으로 작용하여 심해의 물이 상승하게 된다. 남반구에도 남풍에 

의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양분이 풍부한 해역에서 자란 고기들이 세계의 바다를 회유하고 

있다.

해류도 양분이 많은 해역에서 양분을 운반하여, 연근해의 고기들이 자랄 수 있게하고, 海鳥는 연근해의 고

기들을 먹고 육지에 배설하며, 그 糞에서는 곤충 등이 발생하고, 이 곤충을 먹은 철새 등의 조류들은 산지의 

삼림에 糞 배설한다. 이같이 하여 양분은, 순차적으로 높은 곳으로 운반되고, ｢ 양분의 순환｣은 성립한다. 

그래서 육지에 양 풍부한 생태순환 存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곤충과 새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

이 육상생태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3. 敬의 농업 모색과 지역 내의 물질순환형 농업

* 敬의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집중(황찬  박사 논문 참조)

1. 집락 농과 농ㆍ도 연  구축의 제도화 :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협동조합

2. 인프라 구축

3. 지역 토착적 <지역농업>정책 구축

Ⅴ. 결 론 : ‘敬의 농업’ 특징과 차별성
 

1. 유사 용어들과의 차별성

1) 地産地消ㆍ旬産旬消ㆍ身土不二ㆍ지역 식료확립 운동 및 CSAㆍ5 a DAY 운동과 Food MilesㆍSlow 

Food 및 왕실식치(王室食治)운동과 소위 Local Food, Fair Trade 운동 

2) 생명창고ㆍ지역 내의 물질순환형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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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敬의 농업에 한 정의

2.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 유기농업과의 차별성

3. 앞으로의 과제

1) 서양 

  ⑴ 신지학-->인지학-->BD 농법-->유기농업, 동양농법으로 서양농법을 극복한다  

  ⑵ 인간 중심주의--> 생물권 평등주의--><토양ㆍ식물ㆍ동물ㆍ인간>의 순환

2) 敬의 농업 과제

  ⑴ 성리학ㆍ퇴계사상ㆍ敬사상-->다산의 삼농(便ㆍ厚ㆍ上)-->현 화 작업

  ⑵ <토양ㆍ식물ㆍ동물ㆍ인간>--><토ㆍ식ㆍ동(인간 포함)ㆍ미생물ㆍ토>의 순환==><목ㆍ화ㆍ토ㆍ금ㆍ
수>의 자연순환 +인간관계의 사회적 순환

  ⑶ Entropy 증 법칙의 관점의 수용

①｢농장｣=｢닫힌 유기체｣==>｢지역｣=｢열린, 개방 정상계｣ 
②｢순환성｣: 자연순환과 사회적 순환 및 폐기물의 처리.  

  ⑷ ｢전통｣과｢지역｣의 통합.

“전통과 혁신과 과학을 결합하는 농업”에서, 전통이란, 토착지식(Indogenous Knowledge)과 지역에 

토대를 둔 지식(Local Knowledge)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기술을

  ⑸ ｢유기농업｣이 아니라｢환경 보전형 농업｣으로, 즉,｢농업+생태ㆍ환경｣으로.

  ⑹ <｢자연순환｣+｢사회순환｣>형 농업==｢지역 내의 물질순환형 농업｣에서｢지역 내의 물질순환형 사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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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의 農業 정착을 위한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1)

황찬영 (안동농협 중부지점장/경제학박사)

<목    차>

 Ⅰ. 서  론

 Ⅱ.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정착을 위한 이론적 검토

 Ⅲ.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참여 실태 분석

 Ⅳ. 敬의 農業 정착을 위한 약정조합원제도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생명보다 돈을 앞세워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의 삶과 사회를 깊이 되돌아보며 낡은 습관과 관성을 떨쳐 

낼 수 있도록 정신 번쩍 들게 할 죽비 같은 가르침이 귀하고 그리운 때” 안동농협은 지역농협으로서, 지역의 

사상이지만, 세계적인 퇴계 이황 선생의 ‘敬의 사상2)’을 지역농업으로 토착화 시키고자합니다. 이를 통하여 

‘敬의 농업3)’은 ‘외부 불경제와 시장실패4)’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고합니다. 

1) 본 연구는 발표자의 지역농협 약정조합원 제도연구 경북 학교 박사학위논문을 발표주제에 부응하도록 보완하여 연구

하 다.

2) ‘敬’은 退溪 李滉선생의 사상 철학이다. 오늘날 WTO-FTA로 농민들의 사정과 농촌의 사정, 특히 안동지역의 ‘농업, 농촌, 농

민’의 주변 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동농협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께서 남기신 ‘敬’의 사상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가르침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람, 자연, 전통을 공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 내 자원 

순환농업(한국형 친환경농업지구 육성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및 농축산순환자원화사업)이 지향하는 기본가치

(목표)를‘敬의 농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3) ‘敬의 농업’이란 사람, 자연, 전통을 공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동의 지역경제와 문화가 융성하

고, 전통과 지역자산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만족하고, 출향인사들의 가슴에 남아 있으며, 후손들이 품게 될 지역

의 미래가치를 풍성하게 증 시켜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敬의 농업’은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먹거리의 안전성, 생물다양성, 동물복지 등), 무엇을 삼가야 하는가?(GMO, EDCs 

투입금지, 생물의 기계화ㆍ공장화 금지 등), 무엇을 공경하여야 하는가?(자연의 순환법칙, 다양성 법칙, 공주체적 상호의존성 

등)를 토 로 하고 있다. ‘敬의 농업’은 Association[자기통치적(Autonomous) 이고 자발적(Voluntary)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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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의 연구자나 정책 당국자들은 물론 농민단체들까지도 농업정책의 목표를 ‘값 싼 농

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두고 있지만, 국이나 EU의 농업정책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된 식료자원을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

과 우리나라의 공통된 인식은‘ 안정된 식료자원의 제공’ 또는 ‘안정적 공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은 ‘녹색혁명형 농업5)’인 집약적 농업으로 ‘값싼 농산물’을 량생산 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었다. 그 결과 환경은 파괴되고,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 으며, 이는 농가의 이농⋅
축출 현상을 초래하 다. 반면, 국이나 EU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값 싼 농산물의 제공’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하고, 그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제공’ 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업과 환경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왔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농협의 경제사업은 체로 ‘물(物)과 돈(資金) 투입’ 중심으로 하는 시장지향의 일반농산물(비료, 

농약, 제초제, 각종 농작업 기계, 농후사료와 동물 등의 과다 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일반농

산물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환경파괴를 초래하므로 시장실패가 어느 정도는 발생하 다. 이러한 시장실

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유기농산물’을 지역 내 자원 순

환농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

와 환경보호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물(物)과 돈(資本)’ 투입을 중심으로 한 시장지향형 경제사업에서 ‘사람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업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 약정조합원 제도6)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동농협에서는 2010년 가축질병(구제역)발생7)을 계기로 새로운 지역농업의 발전전략으로 농업의 다원적 

‘敬의 사상’은 우선, 자기 자신 = 주민을 주체로 하고, 주체의 주변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활 = 삶, 즉, 농업을 중심 

주체로 중시하는 것이다. 敬의 사상은 지역 살림과 활성화를 공경하고, 지역 살림과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 외부의 것을 삼가 

해야 하고, 공경함을 삼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이 공(共)주체성을 갖고, Fair Relationship을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가는 협동조직, 즉, 자기통치적(Autonomous)이고 자발적(Voluntary)인 협동조직인 

Association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4) 외부 불경제는, 농업 바깥의 또는 농업 주위의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 안전성, 땅, 산과 강, 생태계ㆍ환경에 악 향을 주는 

것을 말하고, 시장실패는, 소비자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를 삼가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녹색혁명’이란 우성인 잡종 1 (F1) 강세를 이용하여 개발한 다수확 품종과(HYV﹩)과 비료⋅농약⋅제초제 등 농화학 자재와, 

물 관리 기술을 조화시킨 증산을 목적으로 한 페키지 기술이다. 즉, 녹색혁명은 비료, 농약, 제초제와 물관리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고반응 품종(HRV) 개발을 통해 다수확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화학농자재를 고투입하는 증산기술을 토 로 한 ‘녹색혁명

형 농업’은 유기적 구성이 높은 농업경 으로 인해 농가부채를 증가시켜 농민으로 하여금 이농케 하여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게 

함으로서 도시와 공업에 편향적인 수입 체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뒷받침하는데 정확히 부합되는 농업⋅농민 수탈전략이

었다(권 근, 2009).

6) 2009. 6. 9 개정되어 2010. 12. 10 시행된 농협법 제24조의 2에서 지역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가 조합원의 우 조항으로 

법제화 되었다.

7) 2010. 11. 29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재앙으로 안동시 전체 가축사육두수 83%를 살처분 처리하 다.

   - 매몰가축두수 : 한우 53,205두 중 34,572두(65%), 돼지 118,000두 중 108,067두(92%), 젖소 460두 중 395두(86%), 염소 

등  2,750두 중 1,821두(66%)를 살처분하여 매몰 처리함

   - 매몰지 : 10두 미만 128개소, 11~50두 220개소, 51~100두 90개소, 101~200두 44개소, 200두 이상 116개소(총 598개소)

(안동시 가축질병재난안전 책본부, 2011. 2.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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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살리는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연계된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8)과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9)’을 유치하 으며(2014년 6월 현재 두 가지 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10)), 이 두 가지 규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약정조합원 제도를 2011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약정조합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안동 지역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며, 환경

을 보전하고 농가소득 증 를 도모하는 조합원 중심 경제사업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농업의 변화를 모

색하며, 조합원의 의식전환(교육), 약정조합원으로 참여 촉진 및 환경농업 농법의 습득, 조합 활동에 집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조합원 중심 협동조합으로 농협의 체질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는, 

어떠한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택하여야 하는가, 또한 그것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가는가 

하는 점이며, 동시에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약정조합원, 농협의 임직원, 소비자, 준조합원 등 각각의 부문 

간에 역할과 책임 및 연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형성 하는가 등이다. 

Ⅱ.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정착을 위한 이론적 검토

1. 약정조합원(Cross-Compliance Membership)제도의 이론적 배경

약정조합원(Cross-compliance Membership)제도11)의 이론적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신고전 경제학의 수직통합 이론에서 공동행동(협동조합)을 일으킬 수 있는 지속요건에 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인인가 아니면 농가 경 체의 집합체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협동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별도 법인의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8)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에 의거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

효율의 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600ha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향후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코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

을 사업 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안동농협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 

산지유통 시설, 친환경 교육체험 기반시설의 사업비 68억원(국⋅지방비 보조 80%, 자부담 20%)을 투자하는 2012년도 광역친

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자로 선정되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3조, 제42조에 의거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12

년부터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설치⋅운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안동농협은 2012년도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272억원(국⋅지방비 보조 80%, 자부담 20%)원을 투자하는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고자 하 으나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인근지역주민들의 반 로 사업부지

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4년 4월 사업을 반납하 다.

10) 2014년 6월 현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의 추진경과 : 부록 1 

11) 국내에서는 Cross-compliance Membership의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약정조합원제도라고 해석하고 정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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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 사업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통제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업을 하면 조합을 탈퇴하거나, 적어도 가입은 유지하되 이용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별도 법인이 그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체 사업을 늘려가게 된다. 그러면 조합원과 별도 법인의 협동조합은 그 정체성을 잃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공동행동을  하지 못하며 시장구조에 응하지 못한다. 그 상태에서 각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농가는 어려워지고 개별법인도 어려워져 버린다.

필립스(Phillips)의 협동조합 구성 이론 모형12)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의 협동조합은 다수의 

조합원 경 체와 협동조합 운 체로 구성된다. 협동조합 운 체는 별도의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단순 운

체인 점 A로 개념화되었고, 협동조합의 실체는 참여 조합원의 경 체(enterprise unit)인 ⪦ABC로 개념화

되었다(Phillips, 1953).  

조합원 경 체는 협동조합 운 체 A에 결합된‘공동 작업장(common plant 또는 joint plant)’으로 개념화 

된다. 이 관계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 경 체의 결합된 수직통합체이며, 협동조합 운 체는 조합원 경 체들

이 개별적으로 운 하는 결합 작업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협동조합, 즉 조합

원 경 체의 수직통합체가 성립⋅지속될 수 있는 균형은 계약체인 협동조합의 한계  요소 생산성과 조합원 

개별 경 체의 한계 요소 생산성이 일치함으로써 유지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2-1>에서 보면 협동조합 혼자서는 시장 응을 할 수 없다.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농가

라 하더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시장 응을 하지 못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1>에서 협동조합은 각각의 

농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A에 불과하다. 각각의 농가가 협력하지 않으면 점 A의 협동조합 혼자서는 시장

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만약에 농가가 탈퇴하게 되면 공동 응 능력은 그만큼 줄어든

다고 생각한다. 농가들의 참여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공동 응 능력에 힘이 없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효과도 발휘하고 응능력의 크기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이 필요하다. 그 기본요건은 한계 요소 

생산성이다. 각 농가 경 체의 한계 요소 생산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동 응 능력이나 효과가 떨어진다. 

즉, 농가가 탈퇴하거나 이용을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 여기서 한계 요소 생산성은 요소가 하나 투입될 때 산출

되는 생산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우리가 조합에서 생산성이 아주 높은 농가와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비교해 

보면, 생산성이 높은 농가는 자본, 토지, 노동 생산요소에 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농가이다. 소위 선도 

농가를 말한다. 생산성이 낮은 농가는 생산요소에 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 세 농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조합에서 똑같은 돈을 똑같은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투자해 놓

은 결과 조합을 이용하여 나온 조합의 성과를 분배받는 과정에서 심한 왜곡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교차보조 문제가 생긴다. 선도농가의 성과를 세농가에 보조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선도농가의 자기 생산요

소에 투자하 던 효과가 세농가에게 가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조합이 보상시스템을 잘못 만들면 이런 일이 

12) 필립스(Phillips)는 에 리아노프의 이론을 계승하여 <그림 2-1>과 같이 협동조합 구성 원리를 개념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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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그림 2-1> 필립스(Phillips)의 협동조합 구성 이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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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Phillips(1953).

조합원

경 체

동조합

경제성과의 배분은 생산요소로 배분이 되는데 자신은 투자를 많이 하 는데도 자신의 생산요소에 해서는 

배분을 상 적으로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릇된 협동의식 때문에 협동이 깨어지게 된다. 협동이 깨어진

다는 의미는 시장 응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세농가도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선도농가가 조합에 한 이용 물량을 분배되는 만큼에 맞추어 버린다. 그래서 조합의 시장 응 능력

은 축소되게 된다. 조합이 힘이 없어지게 된다. 주위 환경이 변화되면, 즉 안적 유통시설이 생긴다면 이 

선도농가들은 나머지 물량을 그 쪽으로 출하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조합이 더 이상 시장구조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경쟁업체를 키웠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 요소 생산

성을 일치시키는 것이 조합의 시장구조 응능력을 키우는 전제조건이 된다.

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선도농가가 이 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도농가의 한계 요소 생

산성과 일치하도록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 이론은 한계 요소 생산성을 어떻게 동질화시킬 것인가라는 투자의 

방향성을 일깨워 준다. 

둘째, 신고전 경제학 이론의 틀에 따르면 공동행동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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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은 위험회피라고 본다. 이것을 통해 공동행동이라는 것을 계약재배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재배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연구를 하게 된다. 시장 응 구조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헤크만 

모형, 토빗 모형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할 때 단순한 협동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응인데, 이 이론은 형식적으로 그 조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점이며, 위험회피 계수 

측정, 계약재배 참여의 결정요인 규명 등에는 긍정적이다(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개별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집합적인 행동일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보완

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특정농협을 중심으로 설계한 계약재배의 조건이 전국에 일반화되었을 경우 오히려 

시장구조에서 농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한 설계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즉 

제도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거래 자체를 재산권의 분배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수직통

합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요건을 앞에서는 한계 요소 생산성에서 찾았고, 헤크만 모형에서는 개인들

의 선택 기준에서 찾았는데 이 이론은 거래 당사자 간에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배분되

어 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경제조직체는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원료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거래관계라고 본다. 

이 거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경제조직이다. 이 거래가 계속해서 일어나

려면 거래 당사자 간에는 이 거래에 투자한 자신의 자산가치가 상 적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런데 상 방이 계약을 통해서 그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다면, 거래의 당사자 중 한쪽은 자산의 가치 

하락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공동행동이 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게 된다. 조합과 조합원의 거래 관계로 보면 조합원은 원

료 공급자이고 조합은 구매자인데 조합이 투자를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순간 조합원들이 원료를 공급하기 위

해 투자한 자산에 가치가 변동된다. 이 관계가 어긋나면 조합원들은 자신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기타

의 거래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 방의 자산에 한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경제조직 내에서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재산권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시장구조에 응할 

수 있는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한 시사점은 우리가 조합과 조합원의 자산 배분 

운용 구조를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시장 응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개인적

인 선택보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시사해 준다.

2. 미국의 신세대협동조합 운영원리와 약정조합원 제도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협동조합 역사측면에서, 약정조합원 제도는 신세 협동 조합(NGC)모델의 운

원리로 볼 수 있다(Cook. 1995, Harris et, al., 1996, Williamsand Merret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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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미국 농업협동조합의 수는 7,955개이며, 조합원 수는 6,157천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세계화 등에 

의한 시장압력이 높아진 결과 파산이나 합병에 의해 3,346개, 조합원 수는 3,085천명으로 감소하 다(농협조

사연구소, 2005). 미국은 1980년  초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결과 국민경제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업생산비 증가, 농산물 가격폭락 및 토지 가치하락으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농업은 압박당하고 농업경 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하여졌다. 지역

의 농업관련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농가의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농민들은 부채상환에 시달렸으며, 많은 

협동조합들이 파산하 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신세 협동조합

을 모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부가가치 증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농산물 가공공장의 문제에서 비롯되었

다.

신세 협동조합은 1974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사탕무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민간 가공기업이 이전하면서 

출하처를 상실하게 되자 American Crystal Sugar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가공사업에 참여한 것이 시초이다. 

1990~2000년 동안 미국의 다코다주와 미네소타주에서 100개 이상의 신세 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신세

협동조합은 부가가치 증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토 로 높은 수준의 이용고배당을 제공함으로서 조합원

의 자본출자를 유도하고 있다(농협조사연구소, 2005). 이러한 접근방법은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

물에 가치를 부가시켜서 그 가치를 농민과 농촌 커뮤니티로 환원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서 출발하

다. 

신세 협동조합의 핵심논리는 농산물이 Food-Chain을 따라서 최종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보다 장시간에 걸쳐서 농가(농장가족)들이 자기생산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그 지

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 가공되어지도록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가공⋅판매하여 부가가치의 부분을 생산자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부가가치가 환원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다.

신세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운 원리로 협동조합의 구조를 결정하 고 운 되어져 왔다.

첫째,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출자(투자) 규모에 따라서 가공시설의 규모가 결정된

다.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생산물 1단위당 출자 1구좌라고 하는 방식으로, 출자 지분 형태로 

사업 참여 조합원을 모집한다. 그 지분의 가격은 판매⋅가공 협동조합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모을 필요가 있는

가에 따라서 결정되며, 총자본금은 그 가공공장이 몇 단위의 생산물을 인수할 것인가, 그 양에 따라서 배분되

어진다. 출자지분은 매매가 허용되며, 그 가격은 경제적 환원에 한 기 를 반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을 확 하기 위한 자금도 양도 가능한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며, 의결권은 1인 1표의 원칙을 바탕으

로 운 하고 있다.   

둘째, 생산된 농산물을 사전에 결정한 양만큼 출하한다는 계약을 농민 조합원과 체결한다. 출자 조합원은 

계약한 만큼의 생산물과 출자(투자)를 제공하고, 가공협동조합은 이익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출자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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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모든 이익을 환원한다. 신세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농산물을 출하해서 얻는 수익과 가공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서 농산물을 원료 상태로 출하할 때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든지 공동소유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자본금 증자를 할 수가 

있었다.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은 전통적 농협과는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신세 협동조합

은 농산물의 생산자가 그 생산물의 판매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 종전의 전통적 농협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의 생산⋅판매⋅가공 협동조합인 신세 협동조합에 참여한 제한

적 조합원을 소위 ‘약정조합원’ 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 약정조합원에 한 논리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 협동조합의 목적은 협동조합을 수단으로 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서, 조합원 농가소득 증 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신세 협동조합에서 약정조합원의 범위는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

의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자본 출자(투자)가 가능한 제한된 조합원으로 협동조합과 엄격한 계약을 맺는다. 셋

째, 엄격한 출하계약의 상은 부분 가공공장의 원료가 되는 녹색혁명형 농산물이다. 이 같은 녹색혁명형 

농산물은 비료, 농약 및 제초제 등의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EDCs)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먹거리 안전성에 한 소비자 의식의 고양으로 일정한 정도의 ‘시장실패’를 초

래하고 있다. 넷째, 계약의 상이 되는 녹색혁명형 농산물의 생산은 계약 당사자 간에는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라는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려는 제도적 시도와 정책적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외부불경제의 처리

비용도 계약 당사자는 무임 승차자(Free-rider)로서 제 3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신세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의 약정조합원 제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

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보장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진다.

그러나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은 농산물 가격하락과 정부의 가격지지 감축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도 조합원들이 단일작목을 중심으로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지역농업의 구조가 특정작목을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한 출자제도와 우선출자 제도에 의하여 

자본금을 조달하고, 약정조합원과 협동조합 간에 약정한 농산물의 생산과 수매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등 다

양한 권리와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강력한 출하 약정제도를 수단으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 를 도모하 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토 를 갖추고 성공적으로 운 될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신세 협동조합의 제도와 운 전략은 많은 장점과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 제도는 거시적 전략 측면에서,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를 정착, 확립, 

성공시키려는 운  모델로 수용할 수는 있으나, 농규모가 세하고 복합 농이 지배적이며, 종합농협 구조

인 안동농협에 적용하여 지역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농가소득 증 를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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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중심 경제사업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농업의 변화를 모색하기에 적합한 약정조합원 제도의 모델이

라고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3. 영국의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

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농업보호 철학을 바탕으로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도 일관되게 농업

보호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1980년  이전까지 농업보호정책으로 녹색혁명형 농업을 적

극 권장하 으나, 과잉생산과 국제시장에서 과다 수출경쟁, 국가의 재정부담 증  등을 초래하 다. 이와 같

이 자본집약적 농법인 녹색혁명형 농업은 량생산을 통하여 토양 유실과 수자원의 오염 및 환경파괴를 시킨

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한 반성의 토 위에서 자본집약적 농업인 녹색혁명형 농업에 

한 보호를 철회하고, 그 신 생태⋅환경보호와 농민의 소득보장을 연결시키는 약정준수제도(Cross- 

compliance)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 농민과 농업보호의 수단과 방법은 달라졌지만, 농촌의 생태⋅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농민과 농업보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농협에서도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

는 이 시점에서 환경파과의 방지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농민을 위한 농업보호정책 수단 도입이 요청되

어 국의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사례 조사연구(안동농업협동조합, 2011b)를 통하여 그 유사성과 시사점을 찾

아 중요 교훈으로 삼고자 그 내용을 재정립 해보고자 한다.

국의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란, 농업보호에 일정한 요건을 교차시켜서, 보상을 받는 농민의 

자격을 한정하고, 기존의 농업보호 메커니즘을 이용하면서 환경 서비스를 보상하는 것이다(House of Lords, 

1991). 즉, 가격지지에 한 농민의 권리를 유익한 공공재(환경재)의 산출과 관계된 조건들을 연계시킨 것이다

(Colman et al., 1992). 농업보호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에 한 보수를 인정하고 있다. 즉, 약정준수

제도(Cross-compliance)란, 농산물 가격 보증이라는 권리를 환경보전을 수행하는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자

격을 한정한 것이다.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의 실시에는 농산물 가격을 삭감하고 그 삭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소

득의 감소분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De-coupling13)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삭감은 농민

이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박탈된 권리를 농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나 환경재의 창출이라는 조건을 부가 받은 농민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13) 국의 농업환경정책(Agriculture and England's Environment, 1993)에서 De-coupling이란 농업보호가 가지는 생산자극

적 기능과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분리⋅단절시키는 것이다. De-coupling은 환경 파괴로 연결되는 농업생산을 농업보

호에서 분리⋅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두 가지 기능을 분리⋅단절시킨 후에 발생하는 농업소득의 감소에 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첫째, 농업소득을 직접 보상하려고 한는 것이다. 통상 이것을 De-coupling이라고 한다. 

둘째, De-coupling은 환경보전적인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농민에 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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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농민은 환경보전 요건의 달성을 의무화하고, 그 요건 달성에 

의해 만들어진 자격을 갖지 않으면, 보호 받을 권리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권리에서 자격으로 방향 전환

이 약정준수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다(RSPB14), 1990).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를 도입하는 데는 몇 가지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보호는 공공재의 

산출이나 환경보전적인 농업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약정준수제도

(Cross-compliance)에 참가하는 것은 모든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고, 참가 자체는 자주적 판단에 의하

여 결정 되어야 한다. 보호를 받는 자격은 농민 개인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셋째, 환경보전의 요건은 

항상 감시 하에 놓여 있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는 환경보전 요건

을 감시하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즉,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란, 농민들이 받는 보호와 그들의 규정된 활동을 상호 교차시킨 것이

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농업보호와 교차시키는가 하는 것이 그 활동 내용을 결정

짓게 된다. 어떠한 방법을 채택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실시가 용이한가, 환경이익을 구체적인 형태로 획득 

가능 한가,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환경요건을 부과함으로서 불필요한 경쟁력의 감퇴를 발생시키지 않는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에 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운 이 투명 한가 등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의 방법으로는, 농업보호를 받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환경

관리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는 오렌지 티켓 접근방법(Orange Ticket Approach), 농업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낮은 수준의 환경보호 기준을 달성하는 레드 티켓 접근방법(Red Ticket Approach), 사전에 

미리 규정된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있거나 그보다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 농민보다 높은 

수준의 농업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도록 되는 그린 티켓 접근방법(Green Ticket Approach)이라는 3가지 방법

이 있다(RSPB, 1990).

레드 티켓 접근방법(Red Ticket Approach)은 환경요건이 부가되어도 기존의 농업보호 수준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단체가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농업 예산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므로, 행정적으로는 

수용하기가 쉽다. 이 접근방법은 GATT 등의 정치적 압력을 받아서 환경요건이 강제될 가능성이 높다

(Mandatory Cross-compliance). 그린 티켓 접근방법(Green Ticket Approach)은, 정책적으로 직접 환경재

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다른 두 가지 접근방법과 다르다. 환경보호 단체는, 레드 티켓 접근

방법(Red Ticket Approach)을 적절한 관리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보다가 공해나 야생생물의 서

식지의 파괴를 야기한 경우에 한정하여, 농업보호를 정지시키도록 농업활동에 한 제약으로서 인정하고 있

다. 환경보호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

14) RSPB : Royal Society for Protection of Bird(왕립조류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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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호 단체는 레드 티켓 접근방법보다 오렌지 티켓 접근방법을 나아가서 그린 티켓 접

근 방법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는 사람을 상으로 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De-coupling의 실시를 전

제로 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수단이다. 농산물 가격보증이나 토지개량 투자와 같은 것은 물(物)을 상으

로 한 농업보호가 지속되는 한,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의 도입은 곤란하다. 약정준수제도는 사람

을 육성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物)에서 사람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환경정책을 실시하는 전

제조건이다.

국이나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는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과는 달리 특

정된 제한적인 사람들만을 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국에서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그 지속가능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즉 농업의 지속가

능성을 통하여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은 일부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녹색혁명형 농산물의 생산,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획득이 상이라면, 국의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는 생태⋅환경 보호를 그 상으로 하고 있다. 

즉, 농업과 생태⋅환경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농업생산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

게 하는 농업생산방법을 채택함과 동시에 생태⋅환경에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들을 제시

하고 이들을 준수하는 농민 모두에게 그 준수하는 조건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제도화 및 정책화)함으로서 시장실패를 축소하여 가고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에서는 농민들 스스로가 자립⋅자치⋅협동을 위한 협동조합 결성을 통하여 협동조

합이 위치한 좁은 지역에서의 내생적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국이나 EU의 약정준수제도

(Cross-compliance)는 정부(중앙, 지방)가 주도적으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시키는 정책수단 이다. 전 국토의 

생태⋅환경 보존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전국을 상 지역으로 농산물 생산에 의한 시장실패와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요컨 , 생태⋅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한 농업보호와 농가소득 보전 정책이라

고 할 수 있다. 

국이나 EU의 약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에서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농법이나 생태⋅환경보

전을 위한 조건들을 준수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일단 정부와 계약을 하게 되면, 국가와 

농민 간에는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서 공동으로 이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 조건들을 준수하게 되면 보조금

이 지급되지만,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패널티를 물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농촌⋅농민 현실이나 종합농협이라는 조건 등을 고려한다면, 국이나 EU

에서 추진되고 있는 약정준수제도의 농업과 생태⋅환경보전,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점이 우리현실에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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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동농협이 약정조합원 제도라는 수단을 도입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국이나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정준수

제도(Cross-compliance)를 도입하고, 두 번째 단계로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과 같은 제도와 운 원리를 바

탕으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약정조합원 제도의 법제화 

1) 약정조합원 제도의 법제화 배경  

농협은 준(비)조합원 상사업인 신용사업으로 수익 제고에만 치중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제사업, 특히 

유통사업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협이 본연의 사업인 경제사업을 소홀히 함으로

써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협의 개혁을 시도하 다. 또한, 농산물 판매⋅유통사업을 활성화하

는 매 정권 때마다 핵심 이슈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을 위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농협 운  구조개편과 경제사업 역량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2009. 4. 29, 국회통과)을 하 다. 그 주요 내용 가운데 조합

은 경제사업 조직으로서 사업체적 기업경 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 으

며,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사유를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이 조합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경제사업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게 사업이용이

나 배당 등을 우 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09. 4. 29).

개정 농협법에서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농업인은 오직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전적으로 농

협이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가기 위함이며,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경제사업 특히 

판매사업과 관련 계약관계로 전환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으

며, 더 나아가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주도록 이용고배당 원칙을 강화하고, 새롭게 추

진하는 경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는 차별적인 별도의 특별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고배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불이행 조합원에 하여는 제제와 차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약정조합원 제도는 2009년 농협법 개정에서 ‘농협이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신용사업에 치중 한다’
는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용사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3월 농업계⋅농협⋅정부가 합의하여 

마련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판매중심농협’ 실현을 목표로 도입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으로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일치시켜,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가 이루어져 수확 

후 품질관리로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시장개척을 위해 시기별 가격조정과 브랜드 개발 등 무형자산에 

한 투자를 확 하여 그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실제 농가수취가격을 이용고배당으로 적극적으로 재고하는 

등 생산 중심 유통사업에서 시장 중심의 유통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9일 개정되어 201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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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일부터 시행된 농협법에 따라 지역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가 처음 법제화 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협법 

24조의 2에서 조합원의 우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 이라 한다)에게 사업

이용⋅배당 등을 우 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역농협 정관례 14조의 2에서는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조합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경제사업에 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 이라 한

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 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

하여야 한다. ③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한 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각 지역농협에서는 정관을 개정하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일한 조합 내에서도 특정 조합원 

집단을 우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약정조합원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농협법에서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는 결국 농협이 조합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높은 값을 받고 잘 팔아주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농민 조합원들이 피부로 ‘농협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지역농협 수준에서 

도입되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협동조합에 도입된 맥락과 구체적

인 성과 제어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 생산⋅유통조직의 발전과정과 협동조

합 이론 및 역사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 검토

안동농협에서는 현재 벼(백진주)와 콩을 중심으로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약정조합원 제도의 기본 틀

을 만들고 향후 작물과 작목의 다양성을 확 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 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려고 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는 부가가치 생산 잠재력이 매우 낮거나 부가가치 생산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과 투자비용이 매우 높은 쌀과 콩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물량과 품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 재배 농가를 사업에 참여시키고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장기

적인 투자자원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과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자 조직이 계약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는 부가가치 생산의 핵심 요소로 친환경 농업을 선택하는 과정과 맞물려 

도입되고 있다. 쌀과 콩의 부가가치 잠재력을 친환경 농업을 통해 확 하고, 이를 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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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소규모, 규모 재배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들 

농가 또한 장기적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는 도시화 등 안동의 지역 환경과 농업여건 변화에 응하여 조합원들이 

농업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농업 자체를 혁신해 나가는 장기

적인 지역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이 참여해 나가는 구조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동농협은 2010년 가축질병을 계기로 지역농업의 발전전략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고 경종업

과 축산업이 연계된 ‘지역 내 자원(물질) 순환형 농업15)’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으로서는 처음 약정조합

원 제도를 도입하여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약적 농업에 의한 량 생산 방식의 일반농산물 중심으

로 발전하여 온 농산물 계약재배에서 나타나는 단점과, 일부 시장실패 및 외부불경제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안동농협에서는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

로 공급하면서 약정조합원 농가들의 소득보장도 이루고, 생태계⋅환경 보호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그리고 비록 지역농협이지만 지역의 농업명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정립하여 안동지역의 농가, 농업명성, 

지역경제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농협

차원의 보조금(인센티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례재정과 예산지원 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협 

내⋅외부 및 지역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농협법과 정관에서 약정조합원에게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및 이용고배당으로 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안전성 수준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야 한다. 

환경농법으로 환경요건을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에게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하고, 더 나아가 광역친환경농업의 성공을 위한 농협 자체의 보조금(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만들어져야 한다.

안동농협이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을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국이나 EU 등 선진국도 시행하고 있는 

‘환경파괴 방지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농민을 위한 농업보호 정책수단’인 De-Coupling과 약정준수제도

(Cross-compliance)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생태⋅환경보전의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농업보호와 농가소

득 보전이 가능한 지역농업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정착 시켜 나가

야 할 필요성이 있다.

15)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 화학적 농법으로 인한 지력 약탈적인 농업은 자연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생물을 생산하는 농업의 

윤작체계를 파괴하게 되고 단작화와 전업화를 추구하게 되며, 이는 다시 지력 약탈적으로 되는 악순환을 야기 시켜 자연생태

계, 환경의 오염 및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및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외국의 불안전한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축 복합농업 등 지력 보강적 농법의 개발과 유기농업의 

발전을 통해 자연생태계 및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내의 물질(자원)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역 내 물질(자원) 순환형 

농업이다(권 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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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정착의 논리

1) 농산물 계약재배와 약정조합원 제도의 차이점

그동안 농협에서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분의 농산물 계약재배는 집약적 농업에 의한 량으로 

생산한 일반농산물을 중심으로 시장지향적인 사업으로 전개하여 왔다. 따라서 일반농산물은 안전성이 보장되

지 않고 환경파괴를 초래하므로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외부불경제와 시장실

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실시하여 왔던 농산물 계약재배 방식으로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
전하고 안심하는 유기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약정조합원 제

도는 사람과 환경보전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안동농협이 약정조합원 제도를 통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도입⋅정착시켜 나가려고 하는 약정

재배는 계약재배와 비슷하지만 다음 사항이 다르다.

첫째, 일반농산물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단순한 수직계열화 보다 환경보전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추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을 중심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더 높은 부가가치 상품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더 강력한 시장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친환경농업 사업약정체를 구성하기

로 약정 한다. 둘째,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한 농가는 약정기간 동안 출하물량, 품질, 재배기술, 재배방법(농

법)을 약정한 로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셋째, 조합 역시 약정내용에 

따라 약정물량을 약정가격으로 의무적으로 수매하며, 품질과 재배기술을 통일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감독해

야 하고, 매년 사업 종료 이후 약정재배 조합원들에게 이용고배당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약정내용을 규정화함에 있어서 첫째, 각 농법에 따라서 재배방법과 재배기술이 다르므로 반드시 재배

농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정의된 재배농법은 환경요인이 플러스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가능한 농법으

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매뉴얼과 규정을 제정하고, 농가에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실천 여부에 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에서는 약정 출하물량으로 차별화된 판매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약정 출하된 친환경농산물은 우선적으로 농협의 파머스마켓,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통

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판매시장을 생산단계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잉여

가 예상되는 물량에 하여는 도시의 농협이나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협동조합 간에 협동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약정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판매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들과 사전적으로 판매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판매(예상)처로부터 수취한 금액 100% 그 로 농가

정산을 하지 않고, 일정부분을‘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소득 보상금 재원으로 적립하여

야 한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으로 단계별 이행 과정에서 생산량 저하에 따른 소득감소로 참여 이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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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적립금을 소득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여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보전을 

실시하여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약정농가는 조합과 출하약정을 맺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농가소득은 향상

되고 조합이용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 입장에서는 물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

인 경제사업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합원은 약정한 로 생산만 하면 되고, 

조합은 약정 한 로 판매하게 되며, 조합원과 조합은 서로 약정내용을 준수하도록 함께 감독하면, 조합원과 

조합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사람과 지역중심 경제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정착의 논리 

협동조합의 약정조합원 제도란 협동조합에서 운용하는 조합원 제도의 유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협동조

합의 조합원 제도는 조합원 가입자격, 권리, 의무를 기준으로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을 구분하는 한편, 자본 

참여, 이용 참여에 따라 일반조합원, 이용조합원, 투자조합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한 공제사업

의 경우처럼, 공제상품별 약관에 따라 별도의 공제계약을 맺고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별도의 약정조합원 

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협동조합의 약정조합원 제도는 해당 조합의 정조합원이면서 

이용조합원인 조합원이 조합의 특정 사업에 해 별도의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참여함으로써 성립되는 협동조

합 내부의 별도 조합원 사업계약체 운 제도를 말한다.

안동농협에서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한 근원은 지금까지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한 일반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장 지향적 판매사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농업을 환경농업으로 전환⋅정착시켜가면서 조합원과 지역농

업을 보호하는 ‘敬의 농업’ 으로 도약하기 위함에 있다. 

지역농협인 안동농협이 이와 같은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모델, 재무계획, 경 전략 등 

내부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사업모델 변경, 신규 재정자원 확보, 또는 기존 재정자원의 이동 

및 체 계획 등 경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약정조합원에 한 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 자원의 원천은 농가 조합원의 거래, 즉 조합원의 조합 이용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또한 자원의 배분방법이 변경될 경우, 농가 조합원의 조합 이용방식이 변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안동농협은 조합의 자원 동원⋅배분 방식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참여 동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처럼 약정조합원 제도가 개정된 법률의 명문화된 내용에 따라 널리 시행되고, 지역농협에서도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이 경 자원의 배분방법을 변경하고, 새로운 

경 목표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약정조합원 제도의 특징과 궁극적 도달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제도의 특징을 이론적인 맥락과 현실적인 맥락에서 각각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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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시행목표, 기 효과, 성과지표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약정조합

원 제도의 특징 규명 작업은 지역농협이 특별히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문제 역을 발견할 수 있도

록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현실적인 측면에서 약정조합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시행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에서 농협이 특수한 발전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 제도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속성과 다른 각도에 강조

점을 두고 시행되는 것일 수 있음을 뜻한다. 첫째, 약정조합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조합원 우 ’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는 특정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은 참여 조합원에 해 별도의 우  제도를 

운 할 수 있다고 엄 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하게 조합원을 우 하기 위한 제도로 오인될 

소지를 안고 있다. 둘째, 약정조합원 제도는 정치적으로 농협개혁의 맥락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 또한 사업과 

무관하게 농가소득 증  또는 농민 조합원의 발언권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약정조합원 제도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맥락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는 경제사업 활성화의 수단으로

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조합원 계층의 사업 참여가 요구되고, 이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 조합에서 별도의 투자, 배당, 책임, 의결

권 배분전략을 운 할 수 있다는 약정조합원 제도의 보편적인 도입 취지를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적인 측면에서 약정조합원 제도는 법률로 명문화된 내용이 몇 가지 오해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

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농협이 특수하게 발전되어 온 맥락을 고려할 때, 약정조합원 제도는 종래의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편하여 운 하고자 하는 별도의 조합원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농가 조합원의 사업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조합원 전체 경제

사업의 시장교섭력을 증 시켜 나가기 위해서 규모 농가 조합원의 사업 참여도 중요하다. 

나아가 약정조합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합이 환경을 보전하고 농가소득 증 를 

도모할 수 있는 특정사업을 개발하고, 그 사업에 농가 조합원들의 약정조합원으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조합 활동에 집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조합원 전체 경제사업의 

시장교섭력을 증 하고 필요 물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수단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정

조합원 제도는 지역과 조합원 전체 경제사업의 시장교섭력 증 를 목적으로 전체 농가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사람 중심 조합원 제도의 별도 도입 운  방안을 조합과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초점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안동농협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약정조합원 제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약정조합원 제

도는 지역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이며, 협동조합 가격전략으로서의 속성도 갖게 된다. 아울러 한국사회 농협

의 발전과정 안에서는 농가 조합원 중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서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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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참여 실태 분석

1. 약정조합원 참여 실태

안동농협은 조합원 농가의 농 및 농가경제 현황과 조합 활동 참여 현황 등에 하여 조합원 경제활동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하 다. 아울러 2011년부터 도입한  약정조합원제도에 참여하는 벼(백진주)와 콩 농가의 

작목별 재배면적, 판매규모, 참여이유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16). 

<표 3-1>에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는 벼 재배농가와 일반 밭작물(콩) 재배 농가의 평균 재배면적이 

미참여 농가의 평균 재배면적보다 2배가 많으며, 약정 참여 농가는 논벼 재배농가가 704농가로 가장 많고, 

과채류 571농가, 일반 밭작물 528농가로 조사되었다. 약정참여 농가의 작목별 재배면적은 부분 1ha미만으

로 소규모이지만 다양한 작목의 복합 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이 상당히 확보

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업의 성공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 약정조합원 농가의 작목별 재배면적

(단위 : 호, ha)

구 분 논벼
일반

밭작물

특용

작물
과수

시설

원예
과채류

약정 

참여

농가수 704 528 351 79 67 571

경지면적 0.77 0.41 0.26 0.58 0.46 0.46

약정

미참여

농가수 1,762 1,110 1,461 510 134 2,403

경지면적 0.39 0.20 0.25 0.53 0.29 0.26

합 계
농가수 2,466 1,638 1,812 589 201 2,974

경지면적 0.50 0.27 0.25 0.54 0.35 0.30

자료 : 안동농협 조합원 실태조사(2011).

벼(백진주)와 콩을 중심으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연간 농축산물 판매규모는 <표 3-2>와 

같다.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농가의 농산물 판매액 규모는 200~2천만원 56.1%, 2천~5천만원미만 30.1%, 

5천~1억원 미만 7.9%, 1억원 이상 2.4%로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약정조합원 제도에 미참여 농가의 연간 농축

산물 판매규모는 200~2천만원 농가가 49.2%로 가장 많고, 50만원 미만 농가가 25.8%이며, 2천만원 미만인 

농가가 90%를 차지한다. 2천만원 이상 판매규모 농가를 살펴보면 약정 참여농가는 40.4%이나, 약정 미참여 

농가는 10.0%로 농축산물 판매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농축산물 판매규모에서 큰 차이가 

16) 안동농협은 농업구조와 농산물 시장, 농업정책 등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화되는 가운데 조합원 농가, 지역 농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을 기준으로 조합원 전수조사를 실시

하 다(안동농협 조합원 경제활동과 삶의 질 조사보고서Ⅰ,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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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은 농협구역의 도시화, 조합원 구성의 이질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약정조합원 참여 

농가는 부분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약정 미참여 농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 약정조합원 농가의 연간 농축산물 판매규모17)

(단위 : 호, %)

구 분
50만원

미만

50 ~

200만원

200~

2천만원

2천 ~

5천만원

5천 ~

1억미만

1억

이상
합 계

약정 

참여

농가수 10 18 448 240 63 19 798

비율 (1.2) (2.3) (56.1) (30.1) (7.9) (2.4) (100.0)

약정

미참여

농가수 1,222 713 2,334 319 113 44 4,745

비율 (25.8) (15.0) (49.2) (6.7) (2.4) (0.9) (100.0)

합 계
농가수 1,232 731 2,782 559 176 63 5,543

비율 (22.2) (13.2) (50.2) (10.1) (3.2) (1.1) (100.0)

자료 : 안동농협 조합원 실태조사(2011).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한 농가에 하여 벼(백진주)와 콩의 참여비중은 <표 3-3>과 같이 조사되었다.

벼(백진주)와 콩의 총재배량 중 약정조합원의 사업 참여 비중은 94.2%, 95.0% 로 나타났으며, 현행 계약재

배 수량 비 동일하게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벼(백진주)는 82.6%, 콩은 83.5%, 출하물량 확  가능 시 참여 

확  여부는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벼(백진주) 75.2%, 콩 7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 약정조합원 제도 참여농가의 참여 비중

(단위 : 호, %)

구  분

현행 계약재배 
수량 대비

총재배량중
약정조합원
 사업 참여 

비중

출하물량 확대 가능 시
참여 확대 여부

적게 동일 많이 크게 
확대

소폭 
확대

동일
하게 유지

벼

(백진주)

농가수 27 479 74 94.2 34 110 436 

비율 (4.7) (82.6) (12.7) (100.0) (5.9) (18.9) (75.2)

콩
농가수 15 395 63 95.0 12 109 351

비율 (3.2) (83.5) (13.3) (100.0) (2.5) (23.1) (74.4)
 

자료 : 안동농협 조합원 실태조사(2011).  

약정조합원 제도 참여 농가의 참여이유 조사 <표 3-4>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2.4%로 가장 많으며, 높은 수취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4.7%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응답이 

87.1%로 약정조합원 제도의 참여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다. 

17) 약정참여 및 미참여 농가는 조사 상 5,603명 중 일부변수의 무응답 60명을 제외한 5,543명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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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약정조합원 제도 참여 이유

(단위 : 호, %)

구       분 농가수 비율

영농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20 2.5

병충해 등 영농위험을 줄이기 위해 2 0.3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498 62.4

수확기 가격 피해를 줄이기 위해 29 3.6

높은 수취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197 24.7

많은 이용고배당을 확보하기 위해 7 0.9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하므로 24 3.0

종자, 자재, 기술교육 혜택 때문에 11 1.4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5 0.6

기  타 5 0.6

합      계 798 100.0

자료 : 안동농협 조합원 실태조사(2011).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정조합원 제도 참여 이유를 분석해 보면, 농가입장에서는 농가소득과 안정

적인 판로 보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은 조합원, 가공과 판매는 조합이 맡는 

<표 3-5> 약정조합원 제도 미참여 이유

(단위 : 호, %)

구       분 농가수 비율

다른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77 1.6

특정품종 및 재배기술에 얽매이기 싫어서 247 5.2

계약가격이 낮기 때문에 28 0.6

친환경 영농을 수행할 기술 및 자본부족 141 3.0

영농일지 등 기록이 어려워서 31 0.7

노력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73 1.5

친환경 농업을 따르기 어려워서 251 5.3

기  타 3,897 82.1

합      계 4,745 100.0

자료 : 안동농협 조합원 실태조사(2011).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농법의 개발 보급과 기술교육으로 조합원의 참여 촉진이 가능하도록 약정

조합원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정조합원 제도 미참여 이유에 한 조사에서는 기타 의견이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

로 친환경농업을 따르기 어렵다(5.3%)와, 특정 품목 및 재배기술에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응답(5.2%),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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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을 수행할 기술 및 자본부족 등으로 나타났다<표 3-5>.

2. 조합원의 약정조합원 참여 의사결정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합원들이 약정조합원에 참여하는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항모형(Binar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항모형(Binary Model)은 일반적 회귀분석과 달리 종속변수가 이항(Binary)인 경우에 사용되며, 이항변

수는 상호 배반사건(Mutually Exclusive Event)이다. 즉, 종속변수의 결과가 어떤 특정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선택의 범주가 있을 때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 여부

는 ‘참여한다.’와 ‘참여하지 않는다.’의 두 가지 선택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항형의 

종속변수이다(이성우 외, 2005).  

종속변수가 이항적인 경우 일반 회귀분석의 선형식이 갖는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종속변수가 연속

(Continuous)이며 독립변수와의 선형성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일반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할 경우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항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 다.

그러므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짓 및 프로빗 분석모형

의 변수는 종속변수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여부를, 독립변수로는 재배면적, 농외소득, 농업조수입, 경 주

연령, 가구원수, 지역유형, 농가유형 등을 이용하 다. 그리고 로짓 및 프로빗 분석을 위해 Stata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 다18). 

1) 약정조합원 참여의향 분석

약정조합원 참여의향 분석결과 <표 3-6>에서 약정조합원 참여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배면적, 가구원

수, 경 주연령, 지역유형 및 농가유형이 1%, 5%,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재배면적, 가구원수, 경 주연령, 지역유형 및 농가유형의 차이가 약정조합원에 참여여부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외소득, 농업조수입은 1%, 5%,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재배면적은 t-값이 양의 값으로 재배면적이 클수록 약정조합원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적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진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여 

예시된 약정가격하에서 일정 물량을 출하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경 주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 참여의향 및 참여 의사결정 요인분석에서는 조사 상 5,543명 중 일부 응답이 누락된 26명을 제외한 5,517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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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로짓모형  프로빗모형 

 추정값  t-값  추정값  t-값

재배면적 0.070     4.080***  0.042    4.300***  

농외소득 -0.009 -0.350 -0.001 -0.110 

농업조수입 -0.035 -1.610 -0.019 -1.620 

경영주연령  0.085  1.840*   0.048   1.920*  

가구원수  0.193    5.440***   0.099     5.050***  

지역

 유형
1)

남선  3.238   23.860***   1.764    24.550***  

서후  1.865    14.510***   0.955    14.670***  

농촌  1.994   15.260***   1.016    15.010***  

농가

 유형
2)

전업농  0.860    4.560***   0.475     4.570***  

일반농  0.583    4.630***   0.317    4.680***  

부업농  0.601    3.740***   0.314    3.800***  

상수 -5.091 -13.710***  -2.783 -14.120***  

표본수  5,517  5,517 

R2 0.225 0.226

고령화된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에 참여하여 조합에 물량을 출하하는 것을 다른 판매망보다 선호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셋째, 약정조합원 제도의 참여 여부에 가구원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가구원 수가 많은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역별 유형은 참조형 변수로 도시지역을 설정하 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남선, 서후, 농촌지역의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이는 상 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와 같은 조합참여에 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반 한다. 

마지막으로 농가유형은 참조형 변수로 자급형 농가를 선정하 는데, 자급형 농가에 비해 전업농, 일반농, 

부업농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20). 이는 상 적으로 농업생산물의 상품화 비율이 높

은 농가가 약정조합원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 3-6> 약정조합원 참여의향 분석결과

19) 안동농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의 구분 기준으로 10개 법정동과 2개면 법정(읍)면이 있다. 약정조합원 실태조사연구에서는 생활

권과 주거지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농회를 시(도시형 : 용상, 안막, 운안, 송현, 옥, 정상, 정하, 태화, 동부(중구, 

명륜, 옥률, 신흥, 동남), 서부( 흥, 신, 당북, 법상, 평화), 안기 농회), 시(농촌형 : 성곡, 석, 상아, 서지, 이천, 송천, 

수상, 수하), 서후면, 남선면 4개 권역으로 구분하 다.

20) 농가유형은 조합원 가구의 농업규모와 농종사 비중에 따라 전문농가, 일반농가, 자급농가, 부업농가 4개의 그룹으로 구분

하여 조합원 가구의 특징과 견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① 전문농가 :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업 조수입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농업조수입이 농외소득보다 큰 농가. ② 
일반농가 : 경지규모가 3ha 미만 또는 연간 농업 조수입이 2백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이면서 농업조수입이 농외소득보다 

큰 농가. ③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업 조수입이 2맥만원 이상이면서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큰 

농가. ④ 경지규모가 30a 미만이고 연간 농업 조수입이 2백만원 미만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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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로짓모형  프로빗모형 

 추정값  t-값  추정값  t-값

Log Likelihood  -1764.804  -1764.521

주 : 1) 지역유형은 도시지역이 참조형 변수로 설정되었음

2) 농가유형은 자급형 농가가 참조형 변수로 설정되었음

3)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2) 약정조합원 참여 의사결정 요인 분석

이 연구에서는 표본선택모형을 통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할 경우 약정조합원의 출하물량에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 다. 

이를 위해 안동농협 조합원들은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

사 자료에는 0의 값이 포함되게 된다. 즉 약정조합원 제도에 한 조합원의 참여 정도는 먼저 ‘참여 한다’와 

‘참여하지 않는다’가 결정되고 참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 또는 금액을 약정 출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정도가 절단된 범위 내에서만 관측되는 경우의 분석 방법론으로 Tobit 

모형, 표본선택모형 등이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Tobit 모형은 사업의 참여 여부와 참여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에 동일한 변수들이 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는 실제 지역농협 조합원들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는 2단계 의사결정과정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한 방법론이 

Heckman모형이라 불리는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인데, 이는 약정조합원 참여 여부와 참여 

정도가 각각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향을 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모형은 약정조합원 참여 여부가 참

여의 정도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즉 지역농협 조합원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최적 

참여도는 항상 양(+)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적용한 더블허들모형(double hurdle model)은 잠

재 참여자들의 존재를 포함한다. 즉 지역농협 조합원들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기를 결정하 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표본선택모형은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와 약정 출하물량의 2단계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한다. 

즉 지역농협 조합원들은 1단계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 2단계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한다면 전체 생산물량의 어느 정도를 지역농협에 출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벼 농가의 약정조합원 참여 결정 분석의 경우,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약정조합원 참여여부와 참여시 출하물

량을 설정하 고, 독립변수로는 재배면적, 농외소득, 농업조수입, 경 주연령, 가구원수, 지역유형, 농가유형 

등을 이용하 다. 

<표 3-7>에서 표본선택모형으로 벼(백진주) 약정농가 참여 결정 분석 결과 약정조합원 참여 여부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배면적, 경 주연령, 가구원수, 지역유형 및 농가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667

제안발표

다. 즉 재배면적, 경 주 연령, 가구원 수, 지역 유형 및 농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벼 농가의 약정조합원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시 약정 출하물량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배면적과 경 주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면적, 연령에 따라 약정조합원의 출하물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7> 표본선택모형을 통한 벼(백진주) 약정농가 참여 결정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값  t-값

출하비중

가구원수 -0.672 -0.560 

재배면적  1.168    1.860* 

농외소득  0.504   0.530 

농업조수입 -0.419 -0.550 

경영주연령  2.801    1.770* 

참여의향

상수 42.815      3.230*** 

재배면적  0.042      4.270*** 

농외소득 -0.002  -0.130 

농업조수입 -0.019  -1.630 

경영주연령  0.048    1.930* 

가구원수  0.099     5.050*** 

지역

유형
1)

남선  1.765    24.570*** 

서후  0.967    14.770*** 

농촌  1.008    14.790*** 

농가

유형
2)

전업농  0.476     4.580*** 

일반농  0.315     4.650*** 

부업농  0.317     3.840*** 

상수 -2.785   -14.120*** 

 표본수   5,517 

 rho  0.102  

 Log Likelihood -5903.854

주 : 1) 지역유형은 도시지역이 참조형 변수로 설정되었음

2) 농가유형은 자급형 농가가 참조형 변수로 설정되었음

3)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 여부의 경우 첫째, 재배면적은 재배면적이 클수록 약정

조합원 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규모 농가일수록 상 적으로 약정조합원에 참

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구원 수는 가구원 수가 많은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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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 주연령은 연령이 높은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농가일수록 노동력 부족 등으로 조합 약정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별 유형은 도시지역에 비해 남선면 지역, 서후면 지역, 농촌지역의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적으로 농업 비중이 낮은 도시지역의 조합원보다 농촌지역

의 조합원들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한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자급형 농가에 비해 전업농, 일반농, 부업농이 약정조합원에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생산물량 중 판매물량의 비중이 높은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벼(백진주) 약정참여 농가의 약정 출하물량 비중에 한 분석결과<표 3-7>, 첫째, 재배면적은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상 적으로 재배면적이 클수록 약정조합원에 참여한 후 출하물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

화 된 약정조합원일수록 약정사업에 한 참여비중도 상 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경 주 연령은 연령이 높은 농가일수록 조합에 출하하는 물량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약정

조합원 제도 참여 농가들 중에서는 고령화된 조합원일수록 출하물량의 비중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콩 재배농가의 경우에도 표본선택모형을 통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를 결정한 이후의 출

하물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표 3-8>.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약정조합원 참여 여부와 참여시 약정 출하물량으로 설정하 고, 독립변수로는 재배

면적, 농외소득, 농업조수입, 경 주연령, 가구원 수, 지역유형, 농가유형 등을 이용하 다.  

분석결과 약정조합원 참여 여부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배면적, 경 주 연령, 가구원 수, 지역유형 및 

농가유형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재배면적, 경 주연령, 가구원수, 지역유형 및 농

가유형의 차이에 따라 약정조합원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약정조합원 참여 여부의 경우 첫째, 재배면적은 재배면적이 클수록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콩 농가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상 적으로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구원 수는 가구원 수가 많은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 주연령은 연령이 높은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고령화된 농가일수록 약정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별 유형은 도시지역에 비해 남선면 지역, 서후면 지역, 농촌지역의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적으로 콩 생산 비중이 낮은 도시지역의 조합원보다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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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표본선택모형을 통한 콩 약정농가 참여 결정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값  t-값

출하비중

지역

유형1)

남선  14.059   0.620 

서후  2.249   0.160 

농촌 -9.203  -0.620 

가구원수  3.898      2.190** 

재배면적  0.494   0.540 

경영주연령 -1.317  -0.790 

상수 48.056   1.040 

참여의향

재배면적  0.042      4.280*** 

농외소득 -0.002  -0.170 

농업조수입 -0.019  -1.620 

경영주연령  0.049    1.940* 

가구원수  0.099     5.050*** 

지역

유형
1)

남선  1.763    24.550*** 

서후  0.955    14.670*** 

농촌  1.016    15.010*** 

농가

유형
2)

전업농  0.477    4.600*** 

일반농  0.315    4.600*** 

부업농  0.317    3.830*** 

상수 -2.786  -14.120*** 

 표본수 5,517

 rho   -0.128

 Log Likelihood   -5957.198

주 : 1) 지역유형은 도시지역이 참조형 변수로 설정되었음

2) 농가유형은 자급형 농가가 참조형 변수로 설정되었음

3)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역의 조합원들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한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자급형 농가에 비해 전업농, 일반농, 부업농이 약정조합원으로 참여 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콩 생산물량 중 판매물량의 비중이 높은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콩 약정참여 농가의 약정 출하물량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는 양

(＋)의 값으로 추정되어 상 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출하물량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3. 약정조합원 제도의 정착방안

약정조합원 참여 의사결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요인별 약정조합원 제도의 정착방안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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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한다. 

1) 연령별 정착방안

먼저 조합원의 사회적 특성 요인변수인 연령에 따른 약정조합원 제도의 정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약정조합원 참여 의사결정 요인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화된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별로 약정조합원제도에 참여 정도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연령별 약정조합원 참여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른 약정조합원 참여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10.6%가 

참여하는 반면,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18%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령화된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에 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연령별 약정조합원 참여 정도

(단위 : 호, %)

 구    분
연령분류

전체
50세미만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약정조합원 참여

참여하지

않는다

농가수 414 1,252 1,521 1,558 4,745

비율 (89.4) (87.1) (87.3) (82.0) (85.6)

참여한다
농가수 49 185 221 343 798

비율 (10.6) (12.9) (12.7) (18.0) (14.4)

전체
농가수 463 1,437 1,742 1,901 5,54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32.881,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연령별 약정조합원 제도의 우 방안을 분석한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66.8%, 생산자재 지원 16.4%, 생산

기술 교육 확  9.1%, 이용고배당 폭 우  7.0%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0>. 

약정조합원 제도의 우 방안에 하여 연령 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젊은 농가일수록 이용고배당 

폭 확 와 생산자재 지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농가일수록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선호하고 

있어 고령농가일수록 현금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약정조합원의 

참여여부와 우 방안에 경 주의 연령은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령화된 농가일수

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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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판매망을 확보하기 어렵고 농가 일손이 부족한 고령

화된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과 조합원의 약정조합원 제도의 지속적 발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고배당 확 와 생산

자재 지원에 상 적 선호를 보인, 젊은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 따른 참여 조합원 농가와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농가간의 합의 방안 도출도 중요

한 문제이다. 특히 젊은 농가는 이용고배당에 관심이 높은 반면, 고령농가는 수취가격 제고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3-10> 연령별 약정조합원 우대방안

(단위 : 호, %)

구    분 
연령분류

전체
50세 미만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생산자재

지원

농가수 9 30 43 49 131

비율 (18.4) (16.2) (19.5) (14.3) (16.4)

생산기술

교육확대

농가수 4 18 27 24 73

비율 (8.2) (9.7) (12.2) (7.0) (9.1)

농가 수취 

가격제고

농가수 28 126 137 242 533

비율 (57.1) (68.1) (62.0) (70.6) (66.8)

이용고배당

대폭 우대

농가수 8 10 11 27 56

비율 (16.3) (5.4) (5.0) (7.9) (7.0)

기타
농가수 0 1 3 1 5

비율 (0.0) (0.5) (1.4) (0.3) (0.6)

전체
농가수 49 185 221 343 79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19.894, 10%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2) 재배면적별 정착방안

조합원의 경제적 특성 요인변수인 재배면적에 따른 약정조합원 제도의 정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 의사결정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모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배면적별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 희망 정도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표 3-11>.

재배면적별 약정조합원 제도 참여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배면적에 따라 약정조합원 참여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배면적 300평 

이하의 경우에는 9.3%가 참여하는 반면, 3,000평 이상의 경우에는 32.3%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농의 규모화가 이루어진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에 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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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재배면적별 약정조합원 참여 정도

(단위 : 호, %)

 구     분

재배면적분류

전체
무농지

300평

이하

301~

1,000

1,001~

2,000

2,001~

3,000

3,000평

이상

약정

조합원

참여

참여하지

않는다

농가수 857 350 1,482 998 447 611 4,745

비율 (94.3) (90.7) (91.9) (85.7) (78.6) (67.7) (85.6)

참여한다
농가수 52 36 130 167 122 291 798

비율 (5.7) (9.3) (8.1) (14.3) (21.4) (32.3) (14.4)

전체
농가수 909 386 1,612 1,165 569 902 5,54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372.530,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재배면적별 약정조합원 우 방안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표 3-12>, 재배면적에 따른 약정조합원 

우 방안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자재 지원에 하여 상 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선

호하는 반면, 생산기술 교육은 3,000평 이상의 규모화 된 농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 

3,000평 이상 농가에서는 생산자재 지원 및 생산기술 교육, 이용고배당 폭 우 에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표 3-12> 재배면적별 약정조합원 우대방안

(단위 : 호, %)

구  분 

재배면적분류

전체
무농지

300평

이하

301~

1,000

1,001~

2,000

2,001~

3,000

3,000평

이상

생산자재

지원

농가수 15 5 21 23 16 51 131

비율 (28.8) (13.9) (16.2) (13.8) (13.1) (17.5) (16.4)

생산기술

교육확대

농가수 3 5 9 10 10 36 73

비율 (5.8) (13.9) (6.9) (6.0) (8.2) (12.4) (9.1)

농가수취

가격제고

농가수 32 26 94 122 84 175 533

비율 (61.5) (72.2) (72.3) (73.1) (68.9) (60.1) (66.8)

이용고배당

대폭 우대

농가수 2 0 5 12 10 27 56

비율 (3.8) (0.0) (3.8) (7.2) (8.2) (9.3) (7.0)

기타
농가수 0 0 1 0 2 2 5

비율 (0.0) (0.0) (0.8) (0.0) (1.6) (0.7) (0.6)

전체
농가수 52 36 130 167 122 291 79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29.374, 10%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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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조합원의 참여 여부에 농가의 재배면적 역시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규모화 

된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정규모의 농가일수록 약정조

합원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모화 된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생산자재 지원 및 친환경농법 교육 등

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가 수취가격에 하여는 이용고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약정조합원 제도의 참여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특성별 정착방안

조합원의 입지적 요인변수인 지역특성별 정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의사 결정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지역의 농가일수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특성별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 희망 정도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표 

3-13>. 

<표 3-13> 지역유형별 약정조합원 참여 정도

(단위 : 호, %)

구     분

영농회대분류

전체면지역

(남선)

면지역

(서후)

시지역

(농촌)

시지역

(도시)

약정

조합원

참여

참여하지

않는다

농가수 298 698 578 3,171 4,745
비율 (50.9) (76.5) (76.7) (96.4) (85.6)

참여한다
농가수 287 215 176 120 798
비율 (49.1) (23.5) (23.3) (3.6) (14.4)

전체
농가수 585 913 754 3,291 5,54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989.984,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지역유형별 약정조합원 제도 참여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유형에 따른 약정조합원으로 참여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3.6%가 참여하는 반면, 면지역인 남선은 49.1%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조합원일수록 약정조합원 제도에 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유형별 약정조합원의 우 방안에 하여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지역유형에 따라서 우 방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4>. 

생산자재 지원은 서후면 지역 농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기술 교육은 시지역의 도시농가가 높게 

분석되었다. 농가 수취가격 제고는 시지역의 농촌농가가 78.4%로 가장 높고, 이용고배당 폭 우 는 시지역

의 도시농가에서 1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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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지역유형별 약정조합원 우대방안

(단위 : 호, %)

구  분 

영농회 대분류

전체면지역

(남선)

면지역

(서후)

시지역

(농촌)

시지역

(도시)

생산자재

지원

농가수 31 70 11 19 131

비율 (10.8) (32.6) (6.3) (15.8) (16.4)

생산기술

교육확대

농가수 33 10 16 14 73

비율 (11.5) (4.7) (9.1) (11.7) (9.1)

농가 수취가격 

제고

농가수 202 124 138 69 533

비율 (70.4) (57.7) (78.4) (57.5) (66.8)

이용고배당

대폭 우대

농가수 20 10 10 16 56

비율 (7.0) (4.7) (5.7) (13.3) (7.0)

기타
농가수 1 1 1 2 5

비율 (0.3) (0.5) (0.6) (1.7) (0.6)

전체
농가수 287 215 176 120 79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72.190, 1%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안동농협의 관내지역은 도⋅농 복합형 중소형 도시로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하에서 약정조합원 제도의 성공을 위한 이행사항에 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유형에 따라 도시지역의 

농가와 농촌지역의 농가에 요구사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지역(농촌) 조합원의 약정조합원 참여를 확 하기 위해서는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반면에 시지역(도시)의 조합원은 이용고배당 확 와 생산자재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약정조합원 

참여가 확 될 것이다.

4) 농가유형별 정착방안

조합원의 농가유형에 따른 정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 의사결정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업

농일수록 약정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유형별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 정도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표 3-15>.

농가유형별 약정조합원 제도 참여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유형에 따른 약정조합원 참여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업농가의 경우에

는 27.7%가 참여하는 반면, 자급농가는 7.3%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업농 형태의 조합원일

수록 약정조합원 사업에 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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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농가유형별 약정조합원 참여 정도

(단위 : 호, %)

구     분
농가형태분류

전체
전업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약정

조합원

참여

참여하지

않는다

농가수 539 1,454 1,169 1,583 4,745

비율 (72.3) (80.8) (90.6) (92.7) (85.6)

참여한다
농가수 207 345 121 125 798

비율 (27.7) (19.2) (9.4) (7.3) (14.4)

전체
농가수 746 1,799 1,290 1,708 5,54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237.047,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또한 농가유형별 약정조합원의 우 방안에 하여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 다. 전업농가는 생산기술 교육

확 , 이용고배당 폭 우 를 선호하고 있으며, 자급농가는 생산자재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3-16>.

이와 같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유형에 따라 조합원이 선호하는 이행사항 및 우 방안의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농가형태를 고려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표 3-16> 농가유형별 약정조합원 우대방안

(단위 : 호, %)

구  분 
농가형태분류

전체
전업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생산자재

지원

농가수 37 56 14 24 131

비율 (17.9) (16.2) (11.6) (19.2) (16.4)

생산기술

교육확대

농가수 27 26 9 11 73

비율 (13.0) (7.5) (7.4) (8.8) (9.1)

농가수취

가격 제고

농가수 124 237 87 85 533

비율 (59.9) (68.7) (71.9) (68.0) (66.8)

이용고배당

대폭 우대

농가수 18 24 9 5 56

비율 (8.7) (7.0) (7.4) (4.0) (7.0)

기타
농가수 1 2 2 0 5

비율 (0.5) (0.6) (1.7) (0.0) (0.6)

전체
농가수 207 345 121 125 79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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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조합원 실태조사의 함의와 시사점 

안동농협 조합원 실태조사의 의의는 WTO-FTA 등으로 농업구조와 농산물시장, 농업정책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조합원 경제와 삶의 질에 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농가, 지역농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지역농업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었다(안동농업협

동조합, 2011a).

특히 지역단위 지역농업 발전전략을 안동농협에서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이어

진 가축질병(구제역)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가축질병이 지역에 확산되자 지역에서는 불안감이 증 되었다. 안

동농협은 향후 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 사례들의 조사연구 및 외부 전문가들을 면담하 고, 조합

원 경제와 삶의 질, 약정조합원제도에 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농업을 친환경농업

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농업의 명성을 혁신하고자 다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약정조

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사업을 혁신하고자 하 다. 둘째, 친환경농업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농림수

산식품부  2012년 국고보조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 다. 셋째, 지역 내 물질 순환 농

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부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인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을 유치하 다. 그

리고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토 로  약정조합원 제도와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지역농업을 혁신하고자 2012

년‘敬의 농업’추진하고자 하 다

가축질병의 문제에 한 전략적인 분석을 토 로, 2010~11년 축산업 붕괴가 안동 농업과 지역경제에 미치

는 파급 효과는 그 책에 따라 아래 <그림 3-1>와 같이 커다란 편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게 되었다. 첫 

번째 ① 무 응 전략으로 나간다면 침체된 농업과 농가 및 지역경제가 과거 수준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

라는 전망을 했다. 두 번째 ② 관행 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시 농가들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농업

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 효과가 보조금 효과 이상으로 확 되지는 않을 것이며, 시장에서 실추된 지역농산물

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 다. 반면, 세 번째 ③ 도약전략은 비록 어렵지

만 이번 기회에 지역 전체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지역농업의 명성을 회복한다면 농가 및 지역 경제의 

회복 국면이 조금 더 앞당겨지고 지역경제의 잠재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 다.

이러한 전망을 토 로 안동농협은 비록 지역농협이지만 지역의 농업명성을 조기에 혁신하고 새롭게 지역농

업의 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안동농협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목표는 

지역경제 회복전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분야 응전략을 구상했다. 그 방법은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을 통해 지역농업 명성과 지역경제를 혁신한다는 것이다. 세부계획은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

경농업 약정재배를 도입⋅정착시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 다. 다음은 외부 자원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2012

년도에 정부 농림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역시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부 

자원 유치를 위해 환경부 시범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센터(농축산 순환 자원화) 사업’을 유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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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은 안동지역의 농가경제 위축, 농업 명성 후퇴, 지역경제 위축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새롭게 

농가경제, 농업명성, 지역경제를 혁신된 위치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특히, 약정조합원제도의 도입을 통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

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약정농가들의 소득보장도 이루고, 생태 및 환경보호도 이루어 가

려고 하는 것이다. 

<그림 3-1> 안동 농업의 새로운 도약전략과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역량을 배양하여 농가경제, 농업명성,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

농가경제
농업명성
지역경제

연도0 2010

구제역

피해 확산

① 무 략

   무 응

② 행 략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조

③ 도약 략

敬의 농업선언

자료 : 안동농협 내부자료(2011).

안동농협의 경 과 조합원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다양한 이용자와 다양한 사업이 병존하는 종합농협 체제 속에서 농협사업과 조합원의 결합 관계에 

약화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협의 각종 사업을 통한 경 성과(부자농협)와 조합원 농가

경제(가난한 농민) 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조합원의 특성과 조합원의 농산물 판매액 규모에 따라 농가소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협과 농가간의 이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녹색혁명형 농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하 던 계약재배 방식이 협동조합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발견

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
약정조합원

제도 정착

 약정조합원

 제도 확립

‘敬의 농업’         

도입
‘敬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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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안동농협이 친환경농업을 기본으로 한 약정조합원 제도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가소득 증 를 도

모하는 약정조합원 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특히 약정조합원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전체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약정조합원 제도를 정착⋅발

전시켜 나간다면 농가경제, 농업명성,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敬의 농업 정착을 위한 약정조합원 제도 활성화 방안

 1. 정체성과 기본가치 정립

1) 협동조합 정체성과 원칙 준수

농업발전을 위한 농정철학 없이는 농업발전이 불가능하다. 국경 개방으로 인한 농민⋅농업⋅농촌 피해에 

한 사전적 조치로서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敬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협동조

합의 정의 및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의 명확성과 약정조합원 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추

구, 실시에 한 평가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안동농협은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연계된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가 조합원 경 체에게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 확보해주기 위해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약정조합원 제도에 조합원

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2) 약정조합원 제도의 기본가치 정립

WTO-FTA 시 에 다양한 통상협정 체결로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입은 갈수록 증가하여 시장에 범람하고 

있고, 국내에서 집약적 농업,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생산된 일반농산물의 안전성이 의식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일반농산물의 ‘시장실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동농협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하여 유기농산물을 효과적 생산하기 위해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안동

농협은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정착⋅성공시켜서, 생태계⋅환경보호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도 공급하면서 약정조합원들의 농가소득 향상도 보장하려는 것이다. 

안동농협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및 약정조합원 제도의 실시 효과를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약정재배 참여농가에서 일반농산물로 생산된 벼(백진주)의 농가 수매가격을 56천원(40kg기준) 지불하는 

것을, 무농약 재배시 농가 수매가격 80천원(40kg기준)을 농가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농가소득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벼(백진주) 1개 작목으로 41농가의 농가 소득구간이 상향 이동하는 것을 <그림 4-1>에서와 같이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679

제안발표

<그림 4-1> 약정조합원 제도 실시 효과

(단위 : 백만원, 호)

농가수

소득구간

  

확인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콩과 채소, 과일류 및 축산까지 작목을 확 하고, 안동농협에서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공급하여, 농가의 농업 경 비를 절감하고, 안동지역 자원

과 농협의 자원을 집중하면 농가소득을 4천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21). 

약정조합원 제도의 기본가치 정립에서 가장 먼저, 농가 조합원의 농가경제 향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업 조직화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 하는가 선택문제가 뒤따른다. 

<그림 4-2>의 왼편은 현재 농가소득 분포 현황이다. 오른편은 지역농업 조직화 전략의 선택 안을 1안과 

2안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1안의 지역농업 조직화 전략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소득 농가를 집중 육성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략은 투입되는 자원이 자본 집약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투입 단위 규모가 크므로 매

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농가소득 평균 규모 이하 농가에 한 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면, 2안의 지역농업 조직화전략은 지역의 농가들이 평균 4천만원  소득규모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투입하는 형태의 개발전략이며, 투입되는 자원의 투입단위가 상 적으로 적어지고, 

농가소득 평균 규모 이하 농가에 한 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21) 안동농협 조합원 실태 조사농가(5,603호)의 연간소득 별 농가분포에서 농가소득 2천만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의 59.8%를 차지

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10.7%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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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농가소득 분포도를 통한 ‘敬 의 농업’ 조직화전략 모색

소득규모

농가수

4천만원

소득규모

농가수

4천만원

소득규모

농가수

4천만원

현황

지역농업
조직화 전략
(1안)

1억원

1억원
지역농업
조직화 전략
(2안)

자원집중

자원집중

안동농협은 이 중 2안의 지역농업 조직화전략을 선택하 고, 이를 위해 지역농업 조직화를 추진하는 기본

가치를‘敬의 농업’으로 정의하 다. 이에 따라 안동농협의‘敬의 농업’조직화전략은 이들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농가들의 작목결합 및 유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약정조합원 참여농가 조직화와 마을영농 육성

안동농협 조합원 재배작물 조사에 의하여 재배농가수를 기준으로 34개 재배작물을 재분류 하면 100농가 

이상이 재배하고 있는 표(얼굴)작물은 백진주(벼), 콩 등 15개 작물과 50~100호미만 농가에서 재배하는 유

통조직가능 작물은 마늘, 토마토, 찹쌀 등 8개 작물이며, 20~50호미만 농가가 재배하는 생산조직가능 작물은 

딸기, 복숭아 등 4개 작물로 조사되었다. 농가당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34개 재배 작물별로 재분류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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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액이 20억 이상으로 농가조직화가 가능한 주력작물은 백진주(벼), 콩, 고추, 사과 등 7개 작물이며, 

5억 이상 20억 미만 생산되는 애호박, 토마토, 고구마, 감자 등 8개 작물을 주력작물 육성 상 작물로 구분이 

된다. 또한 안동농협의 파머스마켓과 하나로마트 등 농산물판매 자료에 의하여 농축산물을 판매금액별로 분

류해 보면 지역에서 생산된 쌀, 한우, 돼지 등이 10억원 이상 규모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과 등 과일류와 채소

류 등 15 개 작목이 1억원 이상 규모로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동농협 조합원의 재배작물은 다양한 작물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작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생산 작목선택은 농가의 경제수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재배

작물 분포현황과 작물별 농업생산액을 결합하고, 안동농협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재결합해보면 안동

농협이 추구해야 할 약정조합원 참여농가 조직화를 통한 ‘敬의 농업’ 조직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안동지역 농업을‘敬의 농업’으로 전환⋅확산시켜 나가면서 농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약정참

여 농가조직화를 통하여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중에 발생되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관계를 해

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마을주민들이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에서 공동생산과 공동판

매를 하는 마을 농 형태를 농가조직화의 기본전략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22).

마을단위 공동생산을 추진하게 되면, 첫째, 개별농가 단위 농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농업환경

을 마을 공동체 단위의 응으로 극복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적 응은 비록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동일

하지는 않을 지라도 친환경 농업생산 토 의 공유, 높은 인적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마을단위가 제일 먼저 

접근 가능한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 농산물 생산계획(작목과 농업),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서 개별농가단위 응으로는 힘든 일을 마을단위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극 화하고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마을단위 공동 응으로 생산이 효율화되면 유휴 노동력이 발생하

게 되고, 유휴 노동력 활용차원에서 다른 체작목의 개발, 지역특산품 개발, 식품가공, 체험, 농촌관광 등 

다양한 역을 개척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역의 발굴은 기존 인식되지 못한 마을 주민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도 있고, 기존 마을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관, 문화, 역사 자원이 새롭게 재해석 되면서 유용한 자원

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셋째, 규모화 된 농가단위에서 불가능했던 복합 농의 개념을 마을로 확 할 경우 

다양한 작목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며, 품목별 전문화를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고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목도입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소득원도 1차 농산물의 판매에만 머무르지 않고 2차 가공업, 3차 서비

스업이 결합된 6차산업화23)로 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넷째, 개별화 된 농작업을 마을단위의 

22) 일본의 마을 농은 마을을 단위로 하는 농업경 형태로서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서부터 마을을 하나의 농장형태로 협업경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마을 농형태가 있다.

    경상북도는 농업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지역농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주도형, 마을주도형, 마을주민 공동생

산형 3개 유형으로 경북형 마을 농육성정책을 2013년부터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3) 일본 동경 학 이마무라(今村奈良臣) 교수가 농업에 있어서 6차 산업의 창조라고 제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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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적 유 가 더욱 강화되어 과거 두레, 품앗이로 별되던 농촌마을의 공동체성

이 복원될 수 있다(경상북도, 2014).

‘敬의 농업’의 궁극적 목적이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단순히 경제적 수익 증  못지않게 

잊혀져 가는 이웃 간의 정을 복원하고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 역 또한 敬의 농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활동 역이 되어야 한다. 

3. 교육과 훈련의 강화

‘敬의 농업’정착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합원과 준조합원(소비자)의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약정조합원을 중심

으로 친환경농업 학 과정을 개설하여 조합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첫째, 다양

한 유기ㆍ순환 친환경농법을 이해, 습득시키고, 둘째, 그 농법에 맞는 생산기술을 연마시켜 조합원들이 어떤 

농법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농협이 요구하는 환경요건과 그 준수에 한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에 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전환을 통하여 약정조합원으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약정조합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ㆍ정착될 수 있다. 넷째, 품질인증과 관련한 다양한 표시제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신뢰구축을 위한 교육도 실행되어야 하며, 생산 농산물에 한 판매 및 가공에 관한 다양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 제 로 알기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등에 하여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에

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인 소비자들이 안동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기관, 지역 학,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기술 및 교육 인력 풀을 운 하고, 농협 직원들도 약정조합원 

농가에 한 현장업무 지원,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약정조합원 제도의 효과를 분

석하고 피드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그룹 교육과 조직화를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약정조합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한 교육과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기본적 목적은 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협동조합 이념과 활동에 한 이해를 충분히 

익히는 것이며, 훈련의 기본목적은 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몸에 숙달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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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생산 체계 확립

1) 지역 순환형 농업생산 모델 도입

敬의 농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순환형 농업생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참여하는 약정조합원 

제도의 기본조건은 첫째, 모든 조합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열려 있으며, 참여 자체는 조합원의 자주적 판단

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둘째, 반드시 환경보전적인 농업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보전의 요

건은 항상 감시 하에 놓여 있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감시하는 제도로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지역농업을 친환경농업 생산으로 전환하여 가는데 있어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농촌지역은 의식주를 비롯해 경제 역전체가 순환구조로 이뤄지기 좋은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농

업과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는 다양한 활동과 능력이 필요하기 남원지역자활센터사례를 통해서 지역순환 

생산형 모델을 그려 볼 수 있다. 이곳의 특이한 점은 10여년에 걸쳐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지역 순환형 사업단

위를 농림, 환경, 복지사업 매뉴얼 화함으로 기초지자체의 음식물페기 제로화 목표를 성정하고 추진한 점이

다. 각각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체적으로 지역 순환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들이다24).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남원자활센터는 남원의 두 곳의 아파트 단지(1,100세

)와 의료원, 식당 등에서 하루 2톤 정도의 남은 음식물을 수거한다. 이렇게 수거된 음식물을 사료로 해서 

약 2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 다음 가축의 분뇨에 마른풀, 낙엽, 짚과 왕겨 등을 밟혀 자연 발효시켜 

퇴비를 만든다. 이 퇴비만을 이용하여 유기농 채소를 기른다. 이렇게 남은 음식과 풀로만 기른 돼지와 소 그리

고 채소와 과일 등은 직  유기농밥상만나식당에서 소비하고, ‘새벽 유기농 모둠’으로 약 200여 가구에 택배로 

배달하고, 전북 도내 7개(노인)복지관에 공급하고, 그리고 일부는 시장 유통을 한다(주수원, 2014)25).  

2) 친환경농산물 생산 체계 확립

약정조합원 제도에 참여하는 조합원들과 생산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농업 체계를 구축해 나

가는데, 품질, 물량, 가격에 한 농협의 통제권과 조합원의 이행에 관한 상호 준수사항(의무)을 규정하여 선

진국 수준의 환경보호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별적 비례원칙은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24) 남원자활센터는 이를 “떼알의 원리”로 설명한다. 떼알은 모레알에 비되는 좋은 흙 알갱이로서, 좋은 흙이 다양한 입자들이 

모레 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떼로 얽혀서 성립하듯이, 지역사회도 떼알로 엮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자활센

터, 자활공동체, 농조합법인 등이 떼로 얽혀서 지역순환 농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농업생산조직은 공동체(집단화) 형태

를 이룰 때,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다.

25) 남원자활센터의 지역순환 농의 철학은 자활공동체 ‘초우반돈(草牛飯豚: 소는 풀로 키우고 돼지는 남은 음식물로 사육)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으며, 2012년 11월 남원시와 음식물의 농업적 재활용과 남원의 유기적인 물질순환농업을 휘해 노력하

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력적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684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제안발표

에 따른 조합원의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종농가와 축

산농가 간에 연계된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을 토 로 지역별 특성과 농구조, 환경보전을 반 한 맞춤형

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이행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동농협에서는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일차적으로 벼(백진주), 콩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시장수요를 토 로 생산목표를 정하고, 이에 기반 하여 조합원과 장기계약 관계로 품목별 사업을 

확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 내부의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교섭력 확보에 필

요한 규모⋅등위의 원료농산물을 확보하고 변화된 시장에 응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와 가치사슬에 의한 수

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표 4-1> 농산물 생산 체계

구 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수직 계열화)

자 재
종자⋅자재공급,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퇴비제조장), 친환경공동 육묘장,

친환경 조사료생산시설, 미생물 배양시설, 우렁이 양식장, 쌀겨 펠릿시설 등

생 산 약정재배로 친환경 생산지도(종자, 파종, 육묘, 시비, 방제, 수확) 및 교육

 저 장⋅가 공
벼(DSC, 친환경 도정시설), 콩(두부 및 콩 제품류)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

판 매
자체판매장(파머스마켓, 하나로 마트), 농산물 공판장

직거래 판매망 구축, 명품 브랜드 구축 등

  

수직계열화는 자재-생산-가공-판매-소비-폐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하도록 품

질관리 기준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정참여 조합원 

중심의 수직계열화를 구축하여 그 브랜드 가치를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사업모델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사업은 후방계열화로 농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축산 

자원 순환시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표 4-1>. 

차별화전략은 시장지향적 사업전략에 맞추어 약정조합원 제도를 구축하고, 생산  ⋅유통⋅가공의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브랜드 가치를 극 화하며, 사회적 공신력, 시너지 효과 등 협동조합의 핵심 역량

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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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품질 차별화

구   분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 

생산과정
 순도 100% 종자 및 친환경 농자재 공급, 친환경 농업 교육 등

 - 친환경 농업으로 신선하고 안전ㆍ안심 농산물 생산(친환경 인증 확대)

수매건조  품종별 구분 수매, 품질별 수매 값 차등, 고품질 건조(DSC) 등

저장가공  품종별 구분 저장, 벼(완전미), 콩(HACCP) 고품질 제품 생산 등

유통과정  소비자 안전성 보장, 연중 균일한 품질 유지

이와 같이 약정조합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합과 약정참여 조합원의 권리, 의무관계(상호 준수사항)가 명확

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기존 조합의 사업기반 마저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표 4-3>. 

<표 4-3> 약정사업 상호준수(Cross-compliance)사항

약정참여 농가 준수사항 농협 준수사항

 ⋅ 환경보전형 농업 교육 이수 후 참여

 ⋅ 친환경 농업 인증 조건(안전성) 준수

 ⋅ 품질기준, 재배면적, 출하물량 준수, 생산지도 수용

(GMO 농산물 생산 배제)

 ⋅ 벌칙적용 : 약정위반 농가 2년간 참여 배제, 각종 

농자재 및 교육지원 등 비용 회수 등

 ⋅ 환경보전형 농업 교육, 모니터링 실시

 ⋅ 친환경 종자⋅자제 공급 

 ⋅ 친환경 인증 검사(미이행 농가 탈락) 

 ⋅ 전량 책임 수매하여 판매

 ⋅ 수매가격 : 약정시점에 사전 결정 

 ⋅ 시장가격 변동 및 판매 후 이익금에 대하여 이용고

배당 실시 등 

친환경농산물 중심의 농협사업 체제에 한 조합원의 민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약정재배 참여 조합원과 

일반 관행농업 조합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수매가격을 차등하는 비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생산 체

계를 구축할 때는 약정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best price)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신세 협동조합 방식의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를 추구하여야 하며, 약정재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엄격한 생산관리와 출

하약정을 이행하고, 품질에 따라 수매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  효과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역자급률 제고

우리 농업⋅농촌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산업화에 려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개방화와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 우리농업과 식품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 

결과 1990년 약 43%에 달하던 식량자급률이 2012년에는 22.6%로 OECD 회원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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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26). 녹색혁명형 농업에 의하여 식량증산은 되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는 더욱 높아졌고, 다수확을 통

해 농가소득은 증 하 으나 농가부채는 더 늘어났으며, 농업생산의 단작화, 주산지화로 지역별 농업생산과 

소비가 극심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므로, 외국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식량자급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식량자급률에 한 이론적 계산 방법은 자급률 =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국내생산량 + 외국수입량)

이라는 관계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자급률 저하는 국내생산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국내소비량이 증가함으로

써 발생되는 현상이다. 반 로 자급률의 향상도 똑같이 국내생산량을 높이는 방법과 국내소비량을 줄이는 방

법이 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농업여건으로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 그리고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은 WTO체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수입농산물을 체할 수 있는 국

산농산물을 최 한 활용하고 수입농산물을 최 한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잉생

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품목으로 품목을 다변화하고, 품목별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작목의 재배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식량자급률 저하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으나 첫째, 녹색혁명형 농업에 의한 다수확- 량유

통- 량소비- 량폐기의 시스템 확립으로 다수확 품종 이외의 작목은 저소득 작목으로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으므로 수입에 의존하게 된 점, 둘째, 규모 축산에 의한 사료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된 점, 셋째, 음식료품 

가공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산 원료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것이 구조화된 

점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WTO 체제하에서 국내자급률 향상을 위한 운동과 정책적 노력은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과 같이 내국민 우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생산 자극적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식료의 국내자급률 개념에서 지역자급

률27)의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국이라는 공간적인 범위를 상으로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는 농업의 모든 분야에 하

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 로 안동농협이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자원 순

환농업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식료의 지역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역농산물의 지역자급률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 백진주(벼)

와 콩을 중심으로 약정조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농산물의 지역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작목이 약정조합원을 중심으로 생산되도록 약정재배 품목을 확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최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정예화 된 핵심 소비

26) 우리나라 식량(곡물) 자급률(2012년 기준): 쌀 83%, 보리 22.5%,  1.1%, 옥수수 0.8%, 콩 6.4%, 서류 97%, 기타 6.7%

27) 일정한 공간의 넓이를 가지는 지역단위에서 식료의 자급을 목표로 하는 정책목표의 한 지표(지역자급률= 지역내의 생산량 

÷ 지역내의 소비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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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육성하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각종 소비자 단체와 친환경(지역)농산물 소비협약을 맺고 연 를 강

화하여,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생산에만 전념하고, 지자체28)와 농협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유통ㆍ가공 체계 확립

안동농협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된 일반농산물의 일부는 자체가공(콩 가공공장)의 원료로 소비되

고, 부분 매취 또는 수탁방식에 의하여 판매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부터는 일반농산물 위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약정재배를 확  실시해 나갈 수 있도

록 유통경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정에 근거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기본방침은 첫째,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둘째, 타 지역 재배 농산물의 유입 물량을 관내 농산물로 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

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외부 유출은 과잉생산으로 간주하여 안정적인 유통경로와 효율적인 유통비용 지출

구조를 확립(외부 판매를 목표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경우는 유통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한 후 생산)하여야 한

다. 지역 내 과잉생산 농산물 유통 경로 확보방안으로는 협동조합 간에 협동을 통한 장기계약으로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간 협동(ICA 제6원칙)’을 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의하여 작목별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고, 협동조합 간에 협동 판매 체제를 사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약정조합원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안동농협의 파머스마켓과 하나로마

트에‘약정조합원 농산물코너’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판매하고29), 또한 준조합원을 지역 내 소비자 생활협동

조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학교급식 판매 

활동을 강화하여 미래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안동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보면 농규모가 세하며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단작화 중심의 농업 생산체계를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공급이 가능하도록 유통 기반을 먼저 구

28) 경기도 양평군은 지자체가 직접 ‘맑은물 양평’ 유통사업단(현 양평지방공사)을 운 하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에 참여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지역농협 7개, 개별농가 18농가, 농조합법인 11개, 작목반 14개, 주식회사 4개와 기타 생산자단체 

및 농가로 구성되어 280여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정은미, 2011). 

29) 농협이 간과해서는 안돌 점은 운  중인 파머스마켓이나 하나로마트 내에 소규모 직판코너를 설치하고 이름만 지

역농산물 판매코너로 형식적, 실적위주의 직거래장터 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 적 빈곤에 고통 받는 

세소농과 고령농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shop in shop이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가 얼굴을 보고 

화할 수 있는 농민직거래장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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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약정조합원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소비자가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기가 생산

한 농산물에 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가격결정권을 농민이 가짐), 진열도 자기책임 하에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일본의 산지직매소 형태의 농민직거래장터 모델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30). 또한 농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농가환원을 목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면서 그 원료를 생산한 농민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농민가공 또는 마을단위 공동가공을 추진하여 지역내 자원 순환형 산업의 조직화와 융복합화31)를 추진

해 나가야한다32).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경로<그림 4-3>는 약정조합원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책임하에 판

<그림 4-3>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경로 

안동농협
안동농협

조합원

관행 ⇒ 친환경

약정조합원 재배

안동농협

파머스마켓

농협

전국계통조직

일반 도매업체

생산량⋅판매가격

사전 약정

매장판매

관내학교급식

관외학교급식

소비생협판매

친환경농산물

판매협약농협

농협⋅생협

협동조합간 협동

농민직거래장터

농민가공,

마을단위공동가공

(6차산업화)

30) 농민직거래장터는 地産地消 운동의 센터로서, 지역 내의 물질 순환ㆍ지역자급ㆍ지역자립의 거점이고 근거지이다. 농가가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곳이며, 소비자는 믿고 구입하는 곳이다(생산자와 소비

자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생활을 공유하는 사회ㆍ경제시스템). 농가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 때문에 직거래라고 하

며, 먼 곳에서 생산한 것이나 수입한 것을 팔며는 직거래가 아니다.

31) 이마무라(今村奈良臣) 교수는 6차산업화는 제1차 산업×제2차 산업×제3차 산업으로 농업이 0이 되면 0×2×3으로 되어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1,2,3차 산업을 합한 그 모두를 농업으로 돌려서 회복하려는 것이라

고 하 다. 지역내 물질 순환형 산업의 조직화ㆍ융복합화는 1차산업 + 2차산업(가공)  + 3차산업(판매, 물류, 관광서비스 

등) + 4차산업(지식, 정보화 산업) + 5차산업(생명가치창조, 문화생태산업)의 조직화와 융복합화 시스템 구축이다.

32) 우리나라 가공사업은 농민들이 배제되는 가운데 이른바 식품산업자본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

치가 농민들에게 환원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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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할 수 있는 농민직거래장터와 부가가치가 농가로 환원될 수 있는 농민가공(또는 마을단위 공동가공) 체계

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다음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계통

농협,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협약을 통한 공동판매 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조직인 도시 농협 

및 생활협동조합과 연 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기반을 사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6. 핵심 소비주체 육성과 생협 등 소비자단체와 연대 강화

1) 준조합원을 핵심 소비주체로 육성

ICA는 제7원칙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한 기여를 채택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에 부

응하는 한편,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은 조합원 외에도 지역주민 편익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준조합원이란 비조합원 중에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 승낙을 한 자(사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로 사업이용권을 갖는다. 준조합원제도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도 농협사업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협 사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협의 경제

적 기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1988년 농협법 개정으로 준조합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속

히 증가하여 준조합원이 조합원수의 5.7배에 달하고 있으며 갈수록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33). 그리고 부분의 지역농협에서는 조합원보다 훨씬 더 많은 준조합원이 신용⋅공제사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조합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경제사업 이용조직으로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황찬  외1, 2011). 

준조합원을 조직화하여 농협 내에서 도⋅농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여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약정

조합원들이 환경보호와 생산 및 품질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예화 된 핵심 소비주체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즉 준조합원을 가입자

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의 A-Coop와 같이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에 한 관심과 기 가 높아지고 있다34). 이제부터는 새로운 

33) 농협중앙회 2011년 농⋅축협 경 계수요람에 의하면 2010년 전국 지역농협의 조합원수 2,093천명, 준조합원수는 11,896천명

으로 조합원의 5.7배임. 

34)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 1. 26 제정⋅공포되어 2012. 12. 1부터 시행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012. 5. 7 입법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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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어 농협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농협에서 소비자 생활협동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농협내부에 자발적 조직으로 육성하

고 있는 여성 학 졸업생, 농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용하고 있는 준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환경보호

와 친환경농산물에 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사업이용에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

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며, 지역 내 물질 순환이 가능하도록 

준조합원 관리 시스템(가칭 농협생활협동조합)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생협 등 소비자단체와 연  강화

기존의 생산 중심적 농업개념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농업,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농업, 지역주민을 건강

하게 하는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허남혁,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도⋅농 통합 지역인 안동지역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

능한 농업생산과 소비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에 이해의 확 와 연 강화가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안동의 농업을 함께 지켜나가는 든든한 우군이다. 안동농협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생산자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 를 구축하는 지역순환 농업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생

산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그 가로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

며 생활할 수 있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안동농협이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동농협이 광역친환경사업지구에서 도시의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

산하고 각종 품질인증을 받아서, 도시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안동농협은 

도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들과 계약과 직거래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장을 더욱 확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사업지구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시장은 안동농협의 파머스마켓과 농민직

거래장터35), 그리고 도시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확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지역농업을 이끌어 간다. 

즉, 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호 협력하면서 협동적 공동 응을 

이루어 나갈 때 ‘敬의 농업’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 환경보전형 순환 농업 보조금 지불제도 도입

약정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중앙, 지방)가 시행

35) 농민직거래장터란 농산물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벽을 허물고 먹거리의  신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면하면서 판매하는 농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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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농업정책 수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쌀 소득보전 직접지

불제, 경 이양 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접지불제도는 일종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성격을 어느 정도 내포

하고 있지만. 사업지역내의 조합원들은 이 정도 소득보전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 하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환경요건의 강화를 통하여 약정조합원들이 이를 준수할 때, 

그에 한 보조금(인센티브)을 지불하는 것이 약정조합원 제도의 또 다른 핵심사항 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적 유인수단

도 필요하다.

1) 안동시의 환경보전형 지역농업정책과 직접지불제 도입

안동시는 2010년 구제역 재앙으로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한 신뢰를 상당히 상실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동시는 첫째,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농민에 한 직접지불제를 전면적으로 도

입하여 두 가지 사업지구의 농민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동물복지’와 ‘직접지불제’를 

Cross 시키는 것이다. 동물복지의 준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원정책(예, 사료문제와 판로문제 등)

은 농협과 축협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안동농업협동조합, 2011b). 이 협약은 친환경농

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36)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둘째, 생물다양성을 촉진하는 농민조합원에 한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동물복지는 환경을 보전하는 순환농업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

다. 결과적으로 약정조합원 제도는 생물다양성과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것이 환경요건이고 이를 준수한 약정

조합원에게 그 반 급부인 보조금(인센티브)을 약속하고 판매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이 약정준수제도

(Cross-compliance)이다. 이 두 가지 직접지불제를 안동시에서 안동시 전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안동농협의 사업구역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시가 안동지역 전 농민을 상 로 시행하여야 한다. 

안동농협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역에만 이 두 가지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겨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안동농협의 사업지역이 아닌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나 기타 질병이 안동농협의 친환경사

업지구에 전파되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직접지불제는 안동시 조례로 제

정(개정)이 이루어져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 안동농협의 순환농업 보조금 지불제도 도입

안동농협이 지역 내 물질 순환형 농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안동시에 의한 

직접지불제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약정조합원 제도 안에서 보조

36)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록 2.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참조. 나주시는 친환경농산  물 판로확보를 

위해 택배비 지원, 친환경 쌀 생산⋅판매지원, 체험 등 도⋅농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며,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일반농산물 가격과 비교하여 그 차액(일반농산물 보다 평균 134% 높게 책정)을   지원하고 있다.(정은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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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인센티브) 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작물다양성과 Non-GMO 농법을 실천하는 조합원과 

농축산 순환 농업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약정조합원에 한 보조금 지불을 교육지원사업 계정으로 제도화 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작물다양성 보조금 지급의 근거는 약정조합원 제도가 처음에는 백진주(벼)와 콩으로부

터 출발하지만, 두 가지 품목에만 집중되면 작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집약적 재배 또는 집단재배 등으로 생태계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재배작물의 단작화가 이루어지면, 한 번의 질병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의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동농협의 두 가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작물다양성을 통한 생물다양성이 추구되어야 지역 내의 

물질 순환 농업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GMO(유전자 조작 콩, 유전자 조작 옥수수 등) 작물이 재배되는 근처에 

유기농 작물이 자라면, 바람이나 곤충들에 의해 수분이 되면, 유기농 작물은 GMO 작물이 되어버려서, 유기농 

작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생물다양성과 작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조건

으로 Non-GMO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조합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물

다양성과 Non-GMO 농법을 실천하는 데에 한 보조금 지불제도가 잘 준수되어야 농축산 순환 농업에 한 

보조금 지불제도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에 물질순환이 이루어져야 농

축산 순환 자원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보조금 지불제도 요건을 

훌륭하게 준수하는 약정조합원들에게 강화된 환경요건을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조합원에게 그 가로 보조

금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강화된 환경기준의 제시와 보조금 지불은 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동농협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정착⋅확립하여 ‘敬의 농업’을 실현 하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약정조합원 제도의 기본가치를 정립하여야 한다. 안동농협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기반

으로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면서 기본가치(목표)를 ‘敬의 

농업’으로 정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람, 자연, 전통을 공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敬의 농업’을 실천하여, 

안동의 지역경제와 문화가 융성하고, 전통과 지역자산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출향인사

의 가슴에 남아 있으며, 후손들이 품게 될 지역의 미래 가치를 풍부하게 증 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敬의 농업’ 추진으로 기존의 생산 중심적 농업 개념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농업,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농업, 모든 지역주민을 건강하게 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은 안동의 농업을 함께 

지켜 나가는 든든한 우군이다. 농업인과 지역주민 소비자의 연 를 구축하는 지역 순환 농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지역농산물의 지역자급률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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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에 한 신뢰도 증진을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최우선 판매하며, 지역의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와 지역농산물 생산 

소비 협약을 맺고 연 를 강화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소비자와 협동적 공동 응을 이루어 나갈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참여하는 기본조건은 첫째, 모든 

조합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열려 있으며, 참여 자체는 조합원의 자주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둘째. 반드시 환경보전적인 농업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보전의 요건은 항상 감시 하에 놓여 있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약정조합원 제도는 환경보전을 감시하는 제도로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생산 

체계 구축에는 약정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 보장을 목표로 미국의 신세 협동조합 방식의 수직계열화

(vertical integration)를 추구하여야 한다. 약정재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엄격한 생산관리와 출하약정을 이

행하고, 품질에 따라 수매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약정조합원들이 환경보호와 생산 및 품질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최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만들어 나가며, 지역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판매 

활동 등을 강화하여 미래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국에서 ‘광역친환

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자원 순환 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계통농협⋅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등과 판매 협약을 통한 공동판매 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조직인 도시의 농협 및 생활협동

조합과 연 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기반을 사전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약정조합

원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가격결정권을 농민이 가

짐), 진열도 자기책임 하에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일본의 산지직매소 형태의 농민직거래장터, 농민가공(마을단

위 공동가공)과 다양한 마을 농 형태를 벤치마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약정조합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동농협이 수행해야 할 것은 정부에 

의한 직접지불제도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보조금 지불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작물다양성을 확보하며, Non-GMO 농법을 실천하는 조합원과 농축산 순환 농업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조합원에 한 보조금 지불을 교육지원사업 계정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보조금 지

불을 교육지원사업 계정으로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농협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훌륭하게 준수하는 약정조합

원 중에서, 경종농가 약정조합원과 축산농가 약정조합원 간에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요건을 요구하고 이

를 준수하는 조합원에게 그 가로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강화된 환경기준의 제시와 보

조금 지불은 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동농협

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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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정착⋅확립하고 활성화하는 방향들을 집약해보면 ‘광역친환경농업지

구 조성사업’ 지구내의 조합원들이 농협이 요구하는 환경기준과 상호 준수사항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약정조합

원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교육받고 성실하게 실천하며, 경종조합원과 축산조합원 상호간에 효과적으로 협동

하게 되는 모범적인 약정조합원은 정부(중앙, 지방)의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보조금과 안동농협의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지구내의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보장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도 증 되는 농민과 농업보호를 통하여 안동농협의 

두 가지 사업은 성공할 수 있으며, 안동의 지역농업, 지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농산물을 생산하던 조합원을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친환경농업의 기준을 넘어서는 환경기준을 준수하

도록 하는 약정조합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개인의 굳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된 농산물을 잘 팔

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정착⋅확립을 할 수 있는 그 핵심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약정조합원들의 올바

른 이해와 그 이해를 토 로 한 인식의 전환과 그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도 보호되고 농가

소득도 증 시키며, 지역농업, 지역경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시한 환경기준과 상호 준수사항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지도⋅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약정조합원 제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에 하여 평가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지속적으로 반 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지역의 농업⋅농촌⋅농민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어 가는 속에서, 지역농협이 그 변화되어 가

는 환경여건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경 체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정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규범론적 정책 안은 현행 녹색혁명형 농업은 농업 

생산 환경과 농촌의 생태 환경을 파괴시키고 외부불경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하여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동시에 녹색혁명형 농업은 농촌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축소시킨다는 것에 해서도 명확한 인식

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불경제를 감축, 소멸시키고,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동지역의 자원과 농협의 자원을 집중하여 농가소득을 4천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敬의 농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동시에 농민들에게 지역 내 자

원 순환형 농업에 한 새로운 인식과 기술의 전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받은 농민들을 약정조합원으

로 신청하게 하고, 이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나아가 약정조합원에 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약정조합원에게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의 농협, 생활협동조합과 연 를 강화하여 판매망을 확보하며, 준조합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A-Coop 같은 생활협동조합을 농협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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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 효과는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도입된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  ⋅정착⋅확립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농가소득 중 를 도모하는 조합원 중심의 지역농협 

경제사업 모델 혁신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를 안동농협에서 2011년도에 처음   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관찰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과 연구자의 분석능력 한계로 약정조합원 제도에 있어 약정가격 설정 문제

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다루지 못하는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훌륭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약정

조합원제도에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정 하게 분석되는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연

구가 필요한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약정가격 설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약정참여 농가 개인의 선택기준으로써 보상의 정도에 해서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의 위험회피 계

수를 반 한 기 가격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이 해당분야에 마케팅 능력을 높여서 설정한 시장 선도가

격이 있을 수 있다. 즉 시세와 기 가격, 조합의 제시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이에서 약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재산권의 보완 책이 약정조합원 제도에 포함 되어야 한다. 약정관계를 조합과 조합원의 거래관계로 

보면 조합원은 원료 공급자이고 조합은 구매자인데 조합이 투자를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조합원들이 

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투자한 자산에 가치가 변동된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어긋나면 조합원들은 자산 가치

를 회복하기 위한 기타의 거래를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장기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 방의 자산가치

가 하락하지 않도록 경제조직 내에서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재산권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구

조에 응할 수 있는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조합과 조합원의 자산 배분 운용 

구조를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시장 응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후적인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판매시점과 약정시점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 제도 안

에 포함시켜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가격 차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배당이 되는 것인데 잘못 알려져서 

조합원 우 라고 와전될 경우 시장 공동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또 하나의 교란요인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앞으로 지역농협의 약정조합원 제도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분야 이외에도 보다 많은 분야의 연구가 계

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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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및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경과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전담자 지정(2010. 10. 1)

◦ 전문가초청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협의(2010. 12. 29)

◦ 안동농협 주요 관계자회의 개최 및 사업단 발족(2011. 1. 11)

◦ 자원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전문가 자문(2011. 2. 1)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개최(2011. 2. 17)

◦ 안동권발전연구소 간담회 개최, 23명 참석(2011. 2. 23)

◦ 제38기 안동농협 정기 의원총회, 174명 참석(2011. 2. 28)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추진 실무위원회 개최(2011. 2. 28)

◦ 제2차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17명 참석(2011. 3. 12)

◦ 김광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50여명 참석(2011. 3. 12)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2011. 3)

◦ 안동농협 사업설명회(61개 농회) 개최(2011. 3. 17 ~ 3. 30)

◦ 안동농협 전직원 경주친환경농업교육원 교육수료(2011. 4. 14 ~ 5. 4)

◦ 가축분뇨(환경신기술, 녹색기술인증)처리시설 견학(2011. 4.16,  5. 5)

◦ 환경부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신청(2011. 4. 20)

  - 안동시 소유 토지 사용승락(안동시 서후면 두서리 일원 15,643평) 

◦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안동시의회 보고(2011. 5. 17)

◦ 안동축협, 농업인단체협의회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업무협약(2011. 5. 20)

◦ 안동농협 친환경농업리더 양성(친환경농업 학 운 : 2011. 5. 20 ~ 9. 7)

◦ 환경부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자부담 투자 승인 이사회 의결(2011. 5. 20)

◦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환경부 2011. 5. 26)

   - 총사업비 272억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친환경인증 업무협약 (2011. 7. 20)

◦ 내부조직장( 농회장, 부녀회장 105명) 친환경농업 해외연수(2011. 7. 15 ~ 7. 18)

   - 일본 미야자키현 자원화시설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견학

◦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예정지( 두서리) 인근주민 반  민원 안동시 접수(2011. 7) 

   - 두서리, 상리, 죽전리 3개리 반 추진위원회 결성 반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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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리더 국내친환경농업지구 견학(2011. 8. 10 ~ 8. 11)

   - 경기 김포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시설(주.G&L) 견학,  충북 진천 문백농협 

◦ 안동 학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약 체결(2011. 8. 24)

◦ 사업 2차예정지(서후면 광평리) 안동농협 조합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및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유치 건의서 접수(2011. 9)

   - 지역주민(저전, 광평리) 현장 설명회 개최 3회, 주민 150명 유치신청서 서명

◦ 친환경농업 선도지역 및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시설 견학(2011. 9. 19 ~ 20)

   -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주.G&L): 임직원 및 유치지역(저전,광평) 주민 150명 견학 

     ⇒ 일부 토지소유자 고가 요구로 사업예정지 변경

◦ 2012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농림수산식품부 제출(2011. 9)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3차 예정지(서후면 태장리) 타당성 검토 및 토지소유자 사

전면담 진행(2011. 10. 14)

   - 토지 소유자 매매동의서 징구(2011. 10)

   - 부지매입 7,505평 계약 및 계약금 50% 375백만원 지급(2011. 11)

   -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태장1, 2리 이송천리 주민 70명 시범시설 견학(2011. 12)

   - 외지 돈분뇨 반입 반  탄원서 접수(태장1,이송천리) 2회(2012. 1)

   - 주민 표 농협 항의방문 2회, 시청 항의방문 (2013. 2)

   - 감사원 진정서 접수(2013. 3) 및 반 현수막 게시 등

     ⇒ 극소수 적극적 반 로 사업부지 포기(2013. 4)

◦ 2012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2012. 1)

   - 총사업비 68억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시설장비별 사업비 내역 : <별표 1>

◦ 환경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시설용량 변경 신청(승인)(2012. 12)

   - 당초 사업비 272억원 ⇒ 120억원

◦ 3차 예정지 반 민원 극심하여 마을 원거리 소재 임야 매입진행

   - 임야 5,000여평 매입진행 위해 토지소유자 면담(인천 2회 방문 2013. 3 ~ 4)

     ⇒ 고가 요구로 사업부지 포기

◦ 환경부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지연으로 조기추진 확약서 제출(2013. 3)

   - 3개월 이내 부지확보 및 설계계약 체결치 못할 경우 사업취소 결정에 따르기로 한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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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동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내역(2012년 1월)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

위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합                       계 6,800 2,040 3,400 1,360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소     계 900 270 450 180

미생물

배양시설
300 ㎡  2,666 500 150 250 100

광역살포기 2 대 200,000 400 120 200 80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

소     계 1,880 564 940 376

친환경 

공동 육묘장
1,320 ㎡ 303 400 120 200 80

농기계보관창고 660 ㎡ 500 330 99 165 66

친환경 조사료 

생산시설
1 식 500,000 500 150 250 100

쌀겨펠릿제조

살포시설
1 식 300,000 300 90 150 60

우렁이 양식장 3,300 ㎡ 106 350 105 175 70

친환경

산지

유통시설

소     계 2,920 876 1,460 584

친환경 벼

건조저장시설

사이로 

5백톤
2기 440,000 880 264 440 176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1,485 ㎡ 958 2,040 612 1,020 408

친환경

교육체험

기반시설

소     계 700 210 350 140

웰컴센터 660 ㎡ 1,060 700 210 350 140

설계 . 감리비 9 식 44,444 400 120 200 80

◦ 4차 예정지(와룡면 서현리 양돈단지 내) 부지확보 추진(2013. 4)

   - 토지소유자 매매확약서 징구(2013. 5)

   - 양돈단지 인근 마을 주민설명회 추진 무산(2013. 5)

   - 환경부에 확약기일 연기 신청(2013. 6)

     (부지변경에 따른 주민 견학 및 설명회 등 설득에 시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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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체결(2013. 8)

   - 인근 4개 마을 반 추진위원회 결성(2013. 9)

   - 반  현수막 게시, 반  서명운동 전개(2013. 9)

    “사유: 타 지역 반 시설 우리지역 안 된다. 양돈단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 
◦ 환경부 가축분뇨화자원화사업 취소결정(2014. 2)

  ▶ 사업취소 사유: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부지 확보 지연 등

   - 최초 사업부지 선정시 인근주민 사업이해도 부족 ⇒ 집단민원 발생

   - 2차부지 마을주민 사업유치 신청으로 최초부지 조기 포기 이후 타지역에서는 협오시설로 판단 설치반

 등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부지확보 난항 반복되었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취소 유예신청(2014. 1)

◦ 농림축산식품부 안동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취소 조건부 승인(2014.  2)

   - 농축순환 자원화시설은 민간 유기질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최 한 노력 경주할 것 등 조건부 승인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변경신청(2014. 3)

   - 기반시설 세부사업 변경신청 : 총사업비 변경 없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 상부지 확보(2014. 4)

  ▶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610-1번지 외 6필지(13,239㎡)

   - 부지매입소위원회, 이사회 의결 등 절차 매매계약 완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설치 설계계약(2014. 4)

   - 토목, 건축, 전기⋅소방⋅통신, 기계(벼 건조 및 도정시설) 등 설계용역계약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변경 승인(2014. 5)

   - 기반시설 세부사업 변경 승인 : 총사업비 변경 없음

   - 시설장비별 사업비 내역 : <별표 2>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향후 추진 계획  

   - 소규모 환경 향평가 협의 신청(2014. 6)

   - 실시설계 도서 작성 납품 완료(2014. 6)

   - 환경 향평가 협의완료, 개발행위⋅농지전용⋅건축허가 완료(2014. 7)

   - 농협중앙회 실시설계 기술검토 완료(2014. 7)

   - 시공업체 선정(입찰 및 계약)(2014. 7)

   - 공사 착공(2014. 8) 

   - 사업마무리(준공 및 보조금 정산)(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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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동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 사업내역(2014년 5월 변경 승인)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합                       계 6,800 2,040 3,400 1,360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

비

소     계 915 274 457 184

미생물 배양시설 1식(264㎡) 915 274 457 184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장

비

소     계 915 275 456 184

공동 육묘장 1,320㎡ 400 120 200 80

  농기계보관창고 330㎡ 165 50 82 33

우렁이 양식장 3,300㎡ 350 105 174 71

친환경

산지

유통시설

소     계 3,890 1,167 1,946 777

  친환경 벼 건조저장시설 2기(500톤) 1,090 327 546 217

집하⋅선별장 660㎡ 280 84 140 56

예냉⋅저온창고 660㎡ 872 262 436 174

자재창고 165㎡ 75 22 37 16

소규모 도정시설 1식 1,073 322 537 214

콩 가공시설장비 1식 500 150 250 100

친환경

교육체험

기반시설

소     계 730 219 366 145

웰컴센터 660㎡ 730 219 366 145

설계⋅감리비 1식 350 105 17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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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敬에서 길을 찾자 - 敬의 含意와 農業經營에 대한 토론문

정병호 (경북 학교 한문학과 교수/ 남문화연구원 원장)

지역농업, 敬에서 길을 찾자!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입니다. 敬에서 농업의 길을 모색하는 일은 왠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敬이든 農業이든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익숙한 용어들인데 이 둘을 연결시키면 

여전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둘을 하나로 接木시켜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접목 또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방법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경과 농업의 접목은 의미있는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 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그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敬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先秦儒學에서 경은 예절과 관련된 생활태도, 말하자면 일상생활의 준칙이었습니

다. 禮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송 에 이르면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관련된 수양론(修養論)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거경궁리(居敬窮理)가 바로 그것입니다. 

敬의 핵심은 마음을 수양하는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제 로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삐딱한 데로 달아나려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바로 경 공부입니다. 

맹자(孟子)는 이를 구방심(求放心)이라 했습니다. 퇴계(退溪) 역시 敬을 가장 중요한 학문의 요체로 삼았습니

다. 퇴계의 학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敬學이라 할 수 있습니다.

敬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朱子는 일찍이 敬의 네 조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정이(程頤)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윤화정(尹和靖)의 기심수렴 불용일물(其心收斂 不容
一物), 사량좌(謝良佐)의 상성성법(常惺惺法)이 그것입니다. 주일무적은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다른 데로 나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정제엄숙은 몸가짐을 바르고 엄하게 하는 것이고, 기심수렴 불용일물은 마음을 안

으로 거두어 일체의 잡념을 버리는 것이고, 상성성법은 항상 마음을 맑게 하여 깨어있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

다. 집중과 각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선후관계를 

따진다면 집중이 전제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敬은 바로 정신을 집중하여 달아나려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리(天理)를 보존하고 인욕(人慾)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욕(人慾)은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이 과욕(過慾)에서 비롯됩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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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닐까요? 과식(過食)에 한 욕망이 결국 량생산을 부채질하고 그 과정에서 먹거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건 아닐까요? 

먹거리 생산의 주체가 농업인이라면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결국 먹거리의 안전성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敬의 자세로 농업경 에 임할 때 天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천리는 天道의 또다른 이름이기도 합니

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을 바탕에 깔고 농업이 진행된다면 자연과 인간이 

생태론적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덕선 박사의 발표는 경과 농업경 의 접목을 위한 이론적 토 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박사는 

오늘 발표문에서 경의 함의를 성리학적 개념과 시 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 습니다. 논어 

맹자 중용 학 시경 예기 주역 등에서 언급한 경의 함의를 정리 분석 종합하여 ‘덕성의 함양’, 곧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위한 수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아울러 시 에 따라 변화된 경의 의미에도 유의하면서 경의 

공통적인 의미로 ‘자신을 수양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지도자의 자세’로 규정하 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의 현 적 의미를 ‘진리를 실현하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경은 천리를 실현하

기 위한 군자의 마음 수양이므로 이런 정의는 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경은 농업경

의 윤리적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오늘 임박사의 발표는 경과 농업경 의 접목, 경을 기반으로 한 농업경 의 모색에 한 첫 시도로 보입니

다. 誠⋅敬⋅義의 상호 관계에 한 입체적 분석과 이를 통한 경의 집중적 부각,  수양론과 생태론의 관계, 

안동농업과 퇴계 敬學의 관련성 탐색, 敬의 힐링과 웰빙농업의 접목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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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敬에서 길을 찾자 - 敬의 農業에 대한 토론문

이종은 (안동 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녹색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농업은 농생태계의 회복력과 자생력을 고려하지 않고 한정된 농경지에 생산

성 증 를 위해 필요이상의 과다한 에너지가 투입되는 형태의 농업입니다. 화학비료의 남용은 토양에 중금속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작물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중금속 농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살충제, 제초제 

등 다종다양한 약제사용은 농업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는 많은 토양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농업생태계

의 물질순환 자체를 기형화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과 먹거리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에 한 불

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생산성과 경제성만 추구해온 우리 농업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농업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안동농협에서 추

진하고자 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농업, 배려와 보살핌의 농업 그리고 에너지 저투입형 선순환적 생태농업을 

지향하는 경의 농업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환경농업운동 분야의 선구자인신 권 근 박사께서 敬의 농업 방향모색 발표에서 敬사상과 

삼농(三農)사상이 주는 교훈과 독일의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 국 하워드의 유기농업에 한 기초와 본질, 

우리나라 조선시 의 농법과 다산사상 등 엔트로피 증가 속도를 늦추는 다양한 농법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외

국에도 안동농협이 추진하는 敬의 농업과 유사한 다양한 운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미국의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지원 농

업인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국의 리얼푸드,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등 다양한 움직임

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한 외국의 다양한 운동의 개념과 우리나라 

신토불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로컬푸드 및 슬로푸드 운동 등과 차이는 무엇인가? 경의 농업의 정의와 차

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동농협은 敬의 농업을 협동조합운동처럼 ‘敬의 농업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몇가지 의문들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황찬  박사의 발표문에서 敬의 농업을 ‘지역 내 자원 순환형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와 관련되는 활동 전부가 안동이라는 행정구역상의 ‘지역’만을 한정하는지요? 

먼저 ‘지역’의 의미를 잘 정의하고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규모, 상호관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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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역’을 정의하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지역’부터 정의하고 합의를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내 자원 순환형 농업에는 축산도 

포함된 경축농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敬의 농업은 생명존중이 바탕이 된 농업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거래의 기준

이 되는 가격설정이 중요합니다. 농산물은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유통과정에서 가격설정은 단순한 상품관

계가 아니라 안전성과 생산자의 정성 등이 포함된 품질에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는 인간관계

(敬)’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

는 상생관계와 공경 그리고 생명윤리에 기초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의 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 

먹거리 정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농업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정예 농가를 집중 지원

하는 반면 가족농, 소농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UN은 자원을 약탈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농 및 소농이 농업생산의 중심주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금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정

하 습니다. 敬의 농업은 농민의 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이 사람답게 살면서 안심하

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안으로써 안동농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돈보다 사람중심, 물질

보다 가치중심의 농업으로의 전환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생명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생명

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자원의 물질순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 순환형 농업이 바로 敬의 농업

인데, 이것을 안동농협의 조합원들만의 힘과 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생산과 소비정책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신조어 중에 컬덕(cul+duc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ulture와 product의 합성어로서 문화융합상

품의 뜻입니다. 브랜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상품에 문화콘텐츠를 융합한다는 개념이다. 敬의 농업을 통해 

“농업문화융합상품” 이라는 에그컬덕(Agculduct, Agriculture-Product)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

는 물론 슬로푸드, 로하스 등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과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웰빙과 힐링 등

의 꿈을 실현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상품(먹거리)을 파는 것이 아니라 농업문화(敬의 농업-정성)를 판

매(공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자와 농협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인 농업유산의 의미

와 가치를 발굴하고 관리하여 敬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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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안동농협이 지역농업, 지역경제, 지역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敬의 농업이 제자리 메김

을 할 수 있도록 ‘敬의 농업 연구회(가칭 敬의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를 설립하여 경의 농업에 한 철학

적 기반을 확고히 정립하고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 배려와 

보살핌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자연친화적인 저에너지 투입형 敬의 농업을 지역농정의 중심축으로 설정

하고, 산(농민, 농협), 학(지역 학), 연(지역연구소)간의 유기적 협력은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와 

연 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생태계라는 폐쇄계에 내재하는 물리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비가역적인 엔트로피 증가의 양

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관점의 세계관 즉, 敬의 농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존중사

상과 정성이 깃든 배려와 보살핌의 농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무질서한 에너지가 

증가되는 고에너지 투입형 농업에서 저에너지 투입형 농업이 바로 유용한 에너지 소실을 최소화 하는 선순환

적 생태농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의 농업이 지역 농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지역

별로 eco-up, image-up, 그리고 power-up 으로 단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태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ESSA, Ecologically Sound and Sustainable Agriculture)” 이것이 바로 경

의 농업”이 추구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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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별세션Ⅳ- 관광, 문화서비스 융합

□ 일시 : 2014년 7월 5일(토) 10:00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회의실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  록 09:00~10:00 등록 및 준비

개회사 10:00~10:10 (10분)
사  회 : 김태희 (경희대 교수)

축  사 : 김광림 (국회의원)

기조연설 10:10~10:30 (20분)
창조경제 시대의 관광정책 방향

발표자 :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주제발표Ⅰ 10:30~10:50 (20분)
안동지역 관광자원 및 정신문화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발표자 :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팀장)

주제발표Ⅱ 10:50~11:10 (20분)
관광산업과 정신문화의 융합

발표자 : 김상태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Ⅲ 11:10~11:30 (20분)
관광・인문가치와 만나다 : 안동 인문가치 문화와 관광 융합 관광 활성화

발표자 : 임동수 (하나투어 국내사업본부 상무)

휴식 11:30~11:40 (10분) 휴식 및 행사장 준비

종합토론 11:40~12:30 (50분)

사  회 : 변정우 (경희대 교수)

발표자 :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팀장)

김상태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수 (하나투어 국내사업본부 상무)

토론자 : 김태식 (경상북도관광공사 상임이사)

이  훈 (한양대 교수)

정낙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한진수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폐회식 12:30~12:40 (10분) 경품 추첨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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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學의 가르침이 우리의 生活속에 살아 숨 쉬는 ‘韓國精神文化의 首都 安東’에서 ｢第1回 21世紀 人文價値포럼｣
을 開催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2,000餘年 전에 정립되고 꽃 피운 儒敎哲學이 현 에 새로이 注目받는 이유는 儒學이 宗敎나 난해한 學問이 

아니라 人間 삶의 이치를 담은 普遍的 生活哲學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儒敎 哲學을 실천해 온 우

리 先賢들께서는 父母님께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德과 信義로 사람을 하는 儒
學의 가르침을 崇尙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염려됩니다. 빠른 經濟成長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 ,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 으나, 社會全般에 걸

친 지나친 경쟁과 物質萬能 풍조로 공동체 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칠어진 

社會氣風을 순화하고 人文情神과 전통 儒敎文化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社會 共同體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고유의 精神文化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금번 ‘第1回 21世紀 人文價値포럼’은 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안으로 우리 고유의 유교적 

인문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시 적 요구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人文價値의 새로운 비전을 提示하고 儒敎文化의 참된 價値를 되새기

는 소중한 契機가 될 것입니다. 본 포럼에서 主題發表와 討論을 해주실 國內外學者님들과 자리를 빛내주신 

儒林 어르신분들을 비롯한 靑少年 및 市民 여러분께 歡迎과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이끌

어 주신 李龍兌 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님, 金炳日⋅金光億 포럼공동 표님과 포럼조직위원 여러분들의 勞
苦에 해 感謝드립니다.

거듭 유교문화의 참된 가치를 조명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축하드리며, 본 포럼을 통해 우리의 傳統文化
와 참된 선비정신이 世界에 널리 擴散되어 全 人類가 大同和平하는 契機가 되기를 所望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5일

국회의원  김 광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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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관광자원 및 정신문화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팀장) 

Ⅰ. 해외관광객 방한현황 및 안동관광 동향

1. 해외관광객 방한현황

 해외 관광객 방한현황

◦ 외래객 입국, 국민 해외여행객 및 관광수입·지출 동향

(단위：천명, %, US＄백만)

구분
외래객 입국  국민 해외관광객 관광수입 관광지출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2004 5,818 22.4 8,826 24.5 6,053.1 13.3 9,856.4 19.5

2005 6,023 3.5 10,080 14.2 5,793.0 -4.3 12,025.0 22.0

2006 6,155 2.2 11,610 15.2 5,759.8 -0.6 14,335.9 19.2

2007 6,448 4.8 13,325 14.8 6,093.5 5.8 16,950.0 18.2

2008 6,891 6.9 11,996 -10.0 9,719.1 59.5 14,580.7 -14.0

2009 7,818 13.4 9,494 -20.9 9,782.4 0.7 11,040.4 -24.3

2010 8,798 12.5 12,488 31.5 10,321.4 5.5 14,291.5 29.4

2011 9,795 11.3 12,694 1.6 12,396.9 20.1 15,544.1 8.8

2012 11,140 13.7 13,737 8.2 13,448.1 8.5 16,519.0 6.3

2013 12,176 9.3 14,846 8.1 14,303.0 6.4 17,838.2 8.0

* 2013년 관광수입․지출은 잠정치임    

- 예년의 월별 입국자수는 10월에 가장 많은데,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한일 외교갈등(8월 하순), 중국의 

관광법 발효(10.1)로 10월보다 8월의 방한객이 가장 많음. 2013년은 크루즈이용객 집중으로 8월에 이어 

7월, 9월이 많고, 10월, 6월, 3월에 각월 방한객이 100만명이 넘어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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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방한객중에서 여성 방한객의 비율이 2009년부터 남성보다 많아지며,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2009년 50.2%, 2010년 50.5%, 2011년 51.6%, 2012년 53.1%, 2013년 54.0%). 아시아지역은 특히 여성

의 방한비율(57.0%)이 높고, 여성이 상 적으로 많이 방한하는 국가는 만,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그리고 교포시장 등임. 유럽은 남성 방한객 비율(69.2%)이 높음.

- 2013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20 , 30 , 40 는 각각 200만명을 넘으며 주 방한층을 이루고 이어 

50 , 61세 이상, 20세 이하순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 (112만명), 30 (111만명)에 이어 

20 (87만명), 50 (81만명), 61세 이상(57만명), 20세 이하(42만명)이고, 여성은 20 (147만명), 30

(119만명), 40 (105만명)에 이어 50 (88만명), 20세 이하(60만명), 61세 이상(56만명)으로 남녀별 연

령분포가 다름.

- 2013년을 기준으로 국가별로는 중국(52.5%), 인도(34.4%), 필리핀(20.9%), 말레이시아(16.6%), 싱가포

르(13.3%), 인도네시아(19.9%), 말레이시아(13.9%) 등 아시아지역 주요 시장은 두자리수 증가를 나타냄. 

2012년까지 방한객 시장점유율이 가장 컸던 일본은 22% 감소함.

 연도별 주요국 방한객수

◦ 연도별 주요국 방한객수

(단위：명, %)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국명 인원 국명 인원 국명 인원 증감

전체 9,794,796 전체 11,140,028 전체 12,175,550 9.3

1 일본 3,289,051 일본 3,518,892 중국 4,326,869 52.5

2 중국 2,220,196 중국 2,836,892 일본 2,747,750 -21.9

3 미국 661,503 미국 697,866 미국 722,315 3.5

4 대만 428,208 대만 548,233 대만 544,662 -0.7

5 필리핀 337,268 태국 387,441 필리핀 400,686 20.9

6 태국 309,143 홍콩 360,027 홍콩 400,435 11.2

7 홍콩 280,849 필리핀 331,346 태국 372,878 -3.8

8 말련 156,281 말련 178,082 말련 207,727 16.6

9 러시아 154,835 러시아 166,721 인니 189,189 26.8

10 싱가폴 124,565 싱가폴 154,073 러시아 175,36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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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방한관광객수 추이 전망

(단위：만명)

연도 중장기전략 외래객 유치목표 2014.5월 현재 추계분석 추정치

2014년 1,300 1,350

2015년 1,400 1,460

2016년 1,500 1,570

2017년 1,600 1,680

2018년 1,700 1,790

※ 관광공사 자체분석 자료

2. 안동관광 현황

 안동방문 관광객수 (※하회마을 등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기준)

(단위：명)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2012년 5,553,819 5,389,719 164,100

2013년 5,516,793 5,276,173 153,231

2014.1/4분기 611,249 607,303 3,946

 안안동 관광 발전 내용

구분

관광 1.0 시대

(1991~2000년대)

관광 2.0 시대

(2001~2010년대)

관광 3.0 시대

(2011년 이후)

눈으로 경관을 보는

관광의 시대

호텔이나 명승 축제

등이 관광지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시대

관광과 다른 요소들이

융복합을 이뤄

화학적으로 결합된 단계

안동관광사례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과 필립공

1999년 4월 19일 부터

22일까지 공식방한

기념식수 김치, 고추장

담그는 모습 관람,

담연재에서

“하회별신구탈놀이” 관람

류시원 생일 팬미팅 시

담연재 견학, 하회마을

류시원 등신대 기념촬영,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관람

류시원이 행사장 경주에

안동관광 홍보부스를

설치 안동관광 유치 활동

안동하회탈춤페스티발

연계 체험형 상품개발

등 융복합관광

↓
안동정신문화 활용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 차별적

상품화 시도 필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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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사 안동지역 외래객 유치활동 (일본/중화권 중심)

1. MVP-Shuttle 사업(FIT 대상 서울-안동 유료 셔틀버스)(일본)

 추진배경

◦ 버스운행지 선정을 위한 고객 수요조사 결과 반  안동선정

(2013.10.17~10.23, Visitkorea사이트, 일본인 389명)

- 안동은 버스 이외의 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떨어지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소도

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아, 전용버스 운행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 전망

 추진개요

◦ 기    간：2014. 4. 20(일) ~ 5. 2(금) <13일간>

◦ 주요내용：공사 - 안동시 공동 일본인 전용 유료 셔틀버스 운

【투어개요】
∙ 요금/구성：8,000엔(가이드동승) 안동왕복 및 식사, 투어, 설문조사

∙ 투어일정：서울 - 하회마을 - 점심 - 부용대 - 가면탈춤 - 맘모스 제과 - 서울

：운영여행사：(주)KNT코리아

◦ 기관별 역할분담

- 공사 코스개발 및 홍보마케팅, 차량비 보조(50%)

- 안동시 코스개발 협력 및 차량비 보조(50%)

- 운 사 (KNT코리아)：투어진행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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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정량적 성과

- 모객실적：298명 (1일 평균 23명)

- 고객만족도：만족 80%달성(보통 이상 98%)

◦ 정성적 성과

- 매일, 1인이어도 운행하는 버스 운 체계 구축 테스트로 

FIT 지방 이동 편의제공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 유료화 시범운 을 통한 여행사 수익모델 발굴, 일본인 관광객 소비 창출

 향후계획

◦ 하반기 MVP-shuttle 확  운

- 봉정사 코스 추가 안동 시즌2, 전주 구(9~10월, 요일별 진행)

◦ 당일/ 1박 2일, 여행사/ 일반인 코스별 부문별 관광상품 공모전 실시

 설문조사 주요 결과

◦ 남녀 응답비율：여자 225명(84%), 남자 43명(16%)

◦ 한국방문횟수：평균 12회 방문

1위 2위 3위

6~10번(29%) 5번 이하(26%) 11~15번(12%)

◦ 만족 사항 복수응답

1위 2위 3위

관광지(하회마을, 부용대) 식사 코스컨텐츠(탈춤, 나룻배)

◦ 개선 사항 복수응답

1위 2위 3위

여유있는 진행 도보코스 사전고지 식사(주류포함 1인메뉴, 자유석)

※ ‘식사’의 경우, 매우 주관적인 이유로 만족과 개선사항에 동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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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동 상품개발 사례 (일본)

 안동 대표상품 개요

◦ 사 업 명：2010~2012 한국방문의해 기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참관 및 체험 방한투어

- 사업기간：2011.5~10월

- 추진주체：공사, ㈜클럽투어리즘

- 판매방법：신문광고, 클럽투어리즘 회원지(250만부) 발송

- 출발시기：2011.9.30~10.9(10회 /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 상품가격：79,800엔 ~ 358,000엔

- 지    역：안동, 경주, 부산 등

- 상품내용：안동하회마을 전용장소(남촌 ) 내 탈춤체험 및 탈제작체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참관 세계문화유산 참관 등

- 모객인원：2010년 1,035명 / 2011년 약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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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안동하회탈춤 테마관광 ‘벚꽃피는 한국 봄기행 4일간’
- 여 행 사：클럽투어리즘

- 방한기간：2012. 4. 11~ 4. 15

- 상품가격： 66,800엔 ~ 99,800엔

- 지    역： 안동, 경주, 부산 등

- 모객인원： 240명

◦상 품 명： 양아리랑 안동하회탈춤 등 축제상품

- 여 행 사：클럽투어리즘

- 방한기간：2012. 9월~ 11월

- 상품가격： 49,800엔 ~ 69,800엔

- 지    역： 안동, 경주, 부산 등

- 모객인원： 303명

◦상 품 명：8개 세계유산 한국주유 5일간 등 3개 고부가상품

- 여 행 사：클럽투어리즘

- 방한기간：2013. 1월~ 6월

- 상품가격： 79,800엔 ~ 129,800엔

- 지    역： 안동, 경주, 부산 등

- 모객인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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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동유교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중화권)

 추진배경

◦지자체(경북) 연계 청소년캠프 홍보를 통한 지방관광 및 수학여행 활성화

◦세계문화유산 활용 한국의 문화체험 콘텐츠 상품 지원 강화

 하계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개요

◦기간 및 지역 : 4월(팸투어) 및 7~8월 총 5회 / 경주, 안동, 주 등

◦ 상 : 교육자 포함 팸투어 참가자 16명 등 청소년 약 1,800명

- 팸투어 : 중국 현지 교육관계자, 경북 청소년캠프 주관사, 지사 직원

- 교류캠프 : 중국 청소년

◦ 답사내용 : 하회마을 전통탈 체험,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등

- 경주 : 불국사, 석굴암, 첨성 , 양동마을 등

- 안동 : 하회마을, 안동민속촌, 유교랜드 등

- 주 : 주선비문화수련원, 소수서원 등

◦ 행사 세부계획 : 총 5회차 1,800명 모객 기

행사명
기간(1차)

/유치목표

기간(2차)

/유치목표
비고

제6회 영주 충효에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2014. 7. 12~7.16

300명

2014. 8. 13~8.17

300명
총 2회차 600명

제2회 안동 유교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2014. 7. 19~7.23

400명

2014. 7. 24~7.28

400명
총 2회차 800명

제13회 경주 서라벌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2014. 8. 7~8.11(400명 이상) 총 1회차 400명

계 총 1,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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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동관광자원·정신문화가치 연계 해외홍보방안 8대전략

 안동 관광브랜드 도입

◦ 한국 관광브랜드 Imagine your Korea

◦ 경상북도 관광브랜드 Pride Gyeong Buk

◦ 안동시 관광브랜드 (행복안동 브랜드화)

 관광스토리텔링 개발, 보급

◦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자가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 안동 정신문화 스토리텔러 육성

 

 정신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 국제학술대회 개최

◦ 선결과제 : 정신문화에 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수 있게정립

(ex : 정신문화 개념 가이드북 외국어 제작 등)

◦ 내외국인 상주 연중 체험가능 프로그램 발굴 필요

(ex : 경주 골굴사 선무도 체험 및 템플스테이)

◦ 정신문화 연계 국제학술 회 개최

 관광 안내 가이드북 활용 홍보강화

◦ 일본 유명 가이드북 루루브 등 활용 ‘안동 특집판’ 제작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른 홍보전략 수립

◦ 일본(라쿠텐트레블, 자란, 트립어드바이저 등), 중국(Ctrip, 취날, 튀니우)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 및 상품화 강화

※ 출처 : 2013 글로벌온라인트렌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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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지역 특산물 관광 기념품화 및 캐릭터화 사업 실시

◦ 안동 하회탈, 안동 간고등어, 안동 소주 등

ex) 일본 쿠마모토 캐릭터 ‘쿠마몬’ 벤치마킹

 안동 지역이벤트 및 세계유산 활용 상품화 실시

◦ 안동탈춤축제, 하회마을·양동마을 등 활용

 대형 이벤트 활용 자매도시 대규모 교류회 추진

◦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활용 일본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자매도시 규모 교류회 추진

◦ 기타 자매도시 : 중국 하남성 평정산시,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시, 페루 쿠스코주 쿠스코시 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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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인문가치와 만나다 - 안동의 인문가치를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김태식 (경상북도 관광공사 상임이사)

◎ 토론내용

◦ 규모 숙박시설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화 필요성에 하여  

안동지역이 지금까지는 당일관광지라는 인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공사에서 추진중인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은 2012년 개관한 리첼호텔 (90실)을 시작으로 현재 베니

키아관광호텔(83실규모)이 건설중에 있다.현재 모 투자자와 휴양콘도시설 추가 민자유치를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쯤에는 경북북부지역을 표하는 중심휴양숙박거점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 관광객 수용태세 문제에 하여

관광객에 한 종사원, 업체 등의 친절서비스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으로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우리

지역은 체로 고객프렌들리하지 못한 곳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안동시와 공사는 물론 범경북도 차원

에서 관광객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총력을 경주함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친절서비스는 물론이고 문화관광해

설사 양성, 중국어 간판, 식당의자(의자식), 전통음식(맛집)개발 등 모든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신규 관광컨텐츠 개발문제에 하여

요즘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세를 이룬다.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통상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체험학습, 자연

교육 등 아이를 정점으로 움직인다. 따라서가족단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어 가족이 

함께 여행 할 꺼리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안동의 하회마을, 도산서원, 종택 등 풍부한자원과 흥미있는 컨텐츠

가 결합한다면 충분한 꺼리가 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유교랜드를 추천하고 싶다. 유교랜드는 한가족을 이

루는 여러세 가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인성교육의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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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의 관광정책 방향(토론문)

이  훈 (한양  교수)

관광의 환경과 성장추세에 한 분석과 국내정책기조 속에서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1, 2차 관광진흥확 회의를 통해 규제, 협업, 제도개선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력을 높이

고자 노력한 점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관광정책 제안의 전체적 틀 속에서 관광객의 불편해소, 편리성 증 와 경쟁력 증가의 틀 속에서 제안했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정책을 가노모형으로 접근해서 다시 점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

니다. 만족과 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만족을 위해서는 세 요소(기본요인, 성과요인, 

흥분요인)가 다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시한 불편제거와 편리성제고 정책은 불만족을 낮추는 정책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성과요인이 될 수 있다면, 만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흥분요인으로서 엔테테인먼트와 공연예술

한국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와 ‘축제’, ‘공연예술’을 진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50억 정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더 확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특히 서울을 비롯

한 도시의 서비스와 인프라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관광공연, 관광축제, 엔터테인먼트의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원시스템에 의해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하기에는 기존 토 가 매우 부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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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도시의 핵심매력을 엔터테인먼트(이벤트), 쇼핑, 음식 등으로 설정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류와 의료관광에서도 다른 분야에 주로 끌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에서 분명하게 해

야 할 역과 역할이 불분명한 채 중요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

니다.

2. 기본요소로서 농어촌 지역의 숙박과 서비스

농어촌 지역으로 관광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인 숙박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는 시설과 건물에 집중하여 개선하는 작업이 되었다면 앞으로 인적서비스와 운  및 마케팅에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수용체계는 젊은 인적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두레프로듀서를 

통해 자극을 주고 있지만 안정된 지역의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지속가능한 토 가 될 수 있습니다. 추진되는 

‘한스테이’사업도 권역별 단위를 지정해 지역의 활동가가 운 과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 토 를 

마련한다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그 밖의 제안

관광은 외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탄력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로 인해 관광사업체의 안정성이 떨

어집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심하게 향을 받습니다. 현재 운 난 해소를 위해 특별융자 500억 규

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환경변수에 

한 민감성(세계경제위기, 신종플루, 구제역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 사업을 기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

권과 협력하여 ‘사업안정기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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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관광자원 및 정신문화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토론문)

정낙현 (한국문화산업전문 학원 교수)

안동지역 관광자원 및 정신문화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이라는 주제로 실제 운 사례 및 해외홍

보를 위한 8  전략까지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주신 점에 하여 감사드립니다. 현 안동관광정책과 더불어 적

절하고 실무적 경험에서 나온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발표내용에 덧붙어 두 가지 사항에 하여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광의 내용과 관련하여 쇼핑관광에서 문화체험관광으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발표해주신 데로 최근 중국방문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인근 파주

에 규모 아울렛이 들어서고 있고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항상 선호하는 관광지의 상위에 분포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관광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물질중심의 관광

콘텐츠는 지속적이기 힘듦이다. 다른 나라에서 보다 좋은 쇼핑환경을 구축하면 바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지어

진 건물들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광객의 재방문율과 관련됩니다. 소비심리학에서 보면 물질적 

보상 것보다 정신적경험이 장기적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크게 오래 지속시킨다고 합니다. 국내의 가치 

있는 관광자원은 무수히 많다고 고려됩니다. 두바이 여행에서도 엄청난 고층건물들 속에서 산 상품보다 사파

리 여행을 통한 두바이 사막과 그 들의 문화를 체험한 부분이 훨씬 오래 기억되고 행복감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이고 급조된 관광요소가 아닌 우리의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의 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문화의 다양성과 연계된다고 고려됩니다. 획일적이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광

문화가 집객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3.0시 의 발표내용에서와 같이 우선은 예술, 문화, 스포츠, 산

업이 상호 결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문적 소재의 활용입니다. 이는 다양

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비투스의 장에서 말하는 고급문화, 중문화, 하층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반 한 여러 관광요소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관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

발표에 말씀해주신 MVP-Shuttle사업이나 한⋅중청소년 문화교류 캠프와 같이 보다 타깃을 세분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프로그램의 구성도 관광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부흥입니다. 이는 외국 관광객만이 아닌 주민들과도 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인문적 가치가 보존되고 체험될 수 있는 표적인 시설입니다. 단지 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동의 경우 박물관이 13곳 갤러리가 7곳으로 경주나 구미보다 많으며, 도서관에 있어서도 

공공, 학도서관이 총 11곳을 상주 3곳, 주 5곳, 김천 3곳 등과 비교하여 경북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시설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적 수준입니다. 초라한 안내서, 안내시스템, 수준 낮은 전시, 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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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등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지 못합니다. 이는 창조계급의 발생과도 연계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의 

복합화와 네트워킹을 통한 집중화가 요구되며, 지역의 문화와 정신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의 허브공

간으로써 이들 시설이 기능한다면 물질중심의 관광에서인문중심 관광으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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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관광산업과 정신문화의 융합(토론문)

한진수 (경희 학교 호텔관굉 학 교수)

우리나라의 2014년도 관광객 1300만명을 예상하는 가운데 2017년 관광수입 240억불, 외래관광객 1,600만 

명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  준비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정책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김상태 박사가 발표한 성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콘텐츠의 개발이 우리의 순수문화관광자원으

로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많은 외국의 경우도 종교나 명상 등 성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삼국시 부터 부터 지금까지 1,700여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한 다양한 종교기

반이 있으므로 관광콘텐츠로서 무한한 관광자원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창조 경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로 성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가 정책으

로 촉진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논의사항

1. 성문화자원의 개념에 한 명확성 정립 필요와 용어에 한 연구 필요성

2. 성문화자원은 부족한 숙박시설에 한 안 및 고유성과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특색 없

는 관광자원에 한 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3. 성문화자원에 한 인식이 부족, 수용태세 구축이 미비,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이 부족, 관련 

기관들의 인식부재에 한 보완책

4. 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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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별세션Ⅴ- 동아시아 가치와 미래학의 새 지평

□ 일시 : 2014년 7월 5일(토) 14:00          

□장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  록 13:00~14:00 (60분) 등록 및 준비

개회식 14:00~14:10 (10분)
사    회 : 짐 데이토/Jim Dator 

(미국 하와이대 미래학 대학원장)

기조강연Ⅰ 14:10~14:20 (10분)

범세계적 활동으로서의 미래학

발 표 자 : 짐 데이토/Jim Dator  

(미국 하와이대 미래학 대학원장)

기조강연Ⅱ 14:20~14:40 (10분)

세계관과 미래연구 : 동아시아의 철학이 미래에 미칠 영향

발 표 자 : 소하일 이나야툴라/Sohail Inayatullah 

(대만 담강대, 호주 션샤인코스트대)

주제발표Ⅰ 14:40~15:00 (20분)

교육의 미래와 타이완의 사회문화적 변형

발 표 자 : 쿠오 후아 첸/Kuo-Hua Chen

(대만 담강대)

휴식 15:00~15:10 (10분) Coffee Breek

주제발표Ⅱ 15:10~15:30 (20분)
장자의 재해석을 통한 동아시아 미래학의 가능성 탐색

발 표 자 : 박성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제발표Ⅲ 15:30~15:50 (20분)

한국, 일본, 중국등 동아시아 중심을 함께 창조하는 미래

발 표 자 : 김태창

(일본 공공철학공동연구소장)

토론발표 15:50~16:10 (20분)

가치와 미래

발 표 자 : 이바나 밀로세비치/Ivana Milojevic

(호주 션샤인코스트대)

토론 16:10~17:00 (50분)

좌    장 : 짐 데이토/Jim Dator

토 론 자 : 소하일 이나야툴라/Sohail Inayatullah, 

쿠오 후아 첸/Kuo-Hua Chen,

박성원, 이바나 밀로세비치/Ivana Milojevic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795

기조강연Ⅰ

범세계적 활동으로서의 미래학

짐 데이토 (Jim Dator - 하와이 학교 마노아 캠퍼스 정치학과 / 하와이미래학연구소)

미래학은 1960년 와 70년  초 범세계적 활동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그 태생에 참여한 것입니다. 미래학은, 유럽에서의 과학 산업 혁명과는 다르게, 지구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어 

주변부로 퍼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래학은 처음부터 범세계적이었습니다. 

물론 ‘세계미래학연맹(WFSF: 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의 시초가 된 첫 회의는 1966년 노르웨

이 오슬로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WFSF

의 다음 회의는 교토에서 열렸고, 곧바로 카이로 회의가 뒤따랐습니다. 또 바로 그 뒤로 쿠알라룸푸르(말레이

시아), 알리샤바나(인도네시아), 아비장(코트디부아르), 라바트(모로코), 브리즈번(호주), 산호세(코스타리

카), 나고야, 바콜로드(필리핀),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타이베이, 나이로비(케냐), 페낭(말레이시아) 등지

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미심장한 사실인데, 세계미래학연맹의 회의는 하와이에서 한 번 열린 

것을 제외하면, 북아메리카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WFSF는 부분의 기구들과 달리 세계의 경치 좋은 고급 호텔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정반 로 앞

서 말한 WFSF 회원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의 기숙사나 지역 사회 내의 일반 가정에 우리를 초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들이 현재 누리는 문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이 지닌 미래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참석하고 활동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민들이 미래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WFSF의 설립 이유 중 하나는 냉전이 낳은 분열적 효과를 줄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WFSF는 ‘동쪽’과 ‘서
쪽’ 사람들, 즉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가 한데 모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가기를 바

랐습니다. 그런 까닭에 WFSF 초기 회의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베이징에

서도 열렸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서독, 스페인, 핀란드에서도 열렸습니다. 

세계미래학연맹의 비공식 저널인 미래(Futures)의 초  편집자는 국인이었지만 곧 파키스탄 출신의 지

아 사르다르(Zia Sardar)가 편집을 맡았습니다. 당시의 지배적 미래상과 다른 미래상을 지닌 사람들을 참여시

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특별한 조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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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Ⅰ

미래학의 초기 창시자 중에 한국의 미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WFSF 창립을 위해 열린 교토 회의에 한국에

서 이한빈, 최정호, 최형섭, 손정목 이렇게 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한빈 씨는 서울 학교 행정 학원 학장이

자 한국미래학회 창립자 습니다. 최정호 씨는 한국일보 기자 고, 손정목 씨는 서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습니다. 최형섭 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었습니다. 교토 콘퍼런스에서 최형섭 씨는 한국의 

발전에 유용한 과학 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 연구를 위해 1965년 한국의 박정희 통령과 미국의 존슨 통령

이 손잡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토 콘퍼런스에서 이한빈 씨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미래학회에 해 설명하면서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 35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빈 씨는 한국미래학회의 

목적이 “미래로부터 기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미래학은 해방 이후 

25년간 점점 더 굳건해진 ‘전반적인 개발’ 논리의 일부로서 보아야 한다. 사회 변화에 한 강력한 요구가 있

으며 가치 지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발언입니다. 한국에서 미래란 국가 발전 목표와 연결됨을 표명하면서 발전이 미치는 사회 윤리

적 향을 이해하는 데 미래학자들이 특히 관심이 있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한빈 씨는 ‘미래와 미래학의 역할’에 관해 열린 1970년 교토 콘퍼런스에서 두 부문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분은 “수동적인 미래학과 적극적인 미래학”을 구분하고 “적극적인 미래학만이 전국적인 규모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토 콘퍼런스의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식의 세계 미래 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

다. 이한빈 씨는 장차 열릴 모임은 “UN처럼 절차적 토의를 하는 식의 격식은 차리지 않았으면 한다. … 우리는 

미래라는 새로운 종교의 사도 또는 선구자인 양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 운동이 아니라 

미래에 한 학문이고 우리는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이한빈 씨와 한국의 다른 미래학자들은 허먼 칸(Herman Kahn)이 1961년 미국의 미래를 연구하는 싱크탱

크 ‘허드슨연구소’를 설립한 직후 추진한 ‘서기 2000년(The Year 2000)’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칸은 ‘서기 2000년’ 프로젝트를 세계 각지에 전파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 추진한 프로젝

트입니다. 덜 알려지긴 했으나 어쩌면 더 큰 향력을 발휘한 것은 1968년 칸이 한국에서 진행한 ‘서기 2000

년’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71년 ‘서기 2000년의 한국(Korea in the Year 2000)’이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서기 2000년의 한국’은 칸이 옹호한 ‘발전’과 ‘지속 성장’이라는 미래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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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두고, 2000년까지 한국의 인구·경제·과학·기술·사회환경·윤리 분야에서 일어날 법한 변화를 예측하는 것

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시화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평화

를 사랑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매우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그려졌습니다. 훗날 이한빈 씨는 부총리 겸 경제기

획원 장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자신이 그간 수행해 온 미래 연구를 정부 정책에 반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1987년 숭실대학교 전득주 교수가 하와이대학교 정치학과 초빙 교수로 초청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여러 

차례 만났고 그분은 한국에서 미래학을 부흥시키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득주 씨는 1987년 WFSF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WFSF의 기관 회원이 된 ‘한국미래연구학회(KAFS)’를 만들었습니다. 

1988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WFSF 콘퍼런스에 KAFS에서 일곱 분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앞서 WFSF의 임무 중 하나가 냉전 기간 동안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화합하는 데 

WFSF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990년 부다페스트, 1991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FSF 세계 콘퍼런스에 남한의 한국미래연구학회(KAFS) 

회원과 북한의 조선사회과학협회(KASS, 회장 황장엽) 회원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1990년 콘퍼런스에서 양쪽 

기관의 한국인들이 글렌 페이지(Glenn Paige) 교수와 저를 함께 만나 WFSF의 지역 콘퍼런스를 한반도에서 

열겠다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평양에서 만난 뒤 서울로 이동하는 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WFSF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날들 부분을 이 만남을 추진하는 데 바쳤습니다. 우리가 황장엽 씨로부터 받

은 마지막 서신은 1996년 7월이나 8월에 WFSF와 KASS가 공동 주최하는 모임을 평양에서 갖자는 팩스로 보

낸 제의서 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모임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북한에서 전개된 상황으

로 인해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창 박사도 1988년 베이징 콘퍼런스에 KAFS 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1990년 부다페

스트와 1991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FSF 콘퍼런스에도 참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일본의 기업가 야자키 가

츠히코(Yazaki Katsuhiko)가 설립한 ‘장래세 종합연구소’와 ‘장래세 국제재단’의 소장이었습니다. 이 연구

소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미래 세 에 한 현 세 의 책임을 주제로 세계 각지에서 수차례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미래 세 에 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모아 미래 세 를 위한 새로

운 역사 창조(Creating a new history for future generations, 1995)와 미래 세 를 위한 공공 철학 창조

(Co-creating a public philosophy for future generations, 1999)라는 두 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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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박사의 관심사는 유교가 지금 세상과 좀 더 긴 한 관계를 맺고 중요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쪽으

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유교 사상의 향을 받은 동아시아 나라들이 21세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향력을 

발휘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와 저는 1997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WFSF 콘퍼런스에서 ‘유교와 

미래학’에 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유교가 동아시아 안에만 머물지 말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그랬

던 것처럼 범세계적인 시각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 뒤로 이런 모임을 한국, 중국, 일본

에서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증거(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제시할 시간이 없으므로 생략합니다)를 보며 미래학이 

범세계적 활동으로서 시작되고 발전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학이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음에도, 이런 국제적 모임들은 맨 처음부터 모두 어로 열렸습

니다. 제가 언급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서구화된 분들이었습니다. 국이나 미국에서 어로 교육 받

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국제 모임은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로 개최되기도 했고 지역 모임은 모두 지역 언

어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학이 부분 어의 개념과 유럽 문화의 신화와 은유를 사용하

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은 이렇게  매우 서구적인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미래에 한 서구의 종교적 또는 세속적 이미지에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는 생각에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좀 더 최근에는) 이 

방향이라는 것을 이전의 더 못한 과거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는 미래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진전이라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런 미래상은 ‘진전’, ‘개발’, 또는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불리게 되

었습니다. 이 미래상이 19세기 말 이후 다른 모든 미래상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WFSF 회원 부분은 단 하나의 필연적인 미래란 없다, 미래는 만들 수 있으며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진전’의 결과가 늘 좋지만은 않았다, ‘원시’ 시 가 현 에 비해 권할 만한 점이 

더 많았다, 세계미래학연맹은 특히, 지속적 경제 성장과 다른, 세계 곳곳의 다양한 미래상이 더욱 확 되고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미래 저널의 임무 지만 

지아 사르다르가 편집장을 맡으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 예로 1970년 교토 콘퍼런스에서 일본의 한 연구팀이 이른바 미래의 ‘다중 통로 사회(The 

Multi-Channel Society)’, 즉 ‘지속적인 성장’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미래상과 거기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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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동 양식들을 허용하고 키워나가는 일본에 해 연달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정책 및 관

행과 아주 다른 것들이었지요! 

덧붙이자면 제가 알기로 1973년 파리에서 세계미래학연맹(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이 창설될 

때 ‘Futures’에 ‘s’를 붙이는 것에 큰 반 가 없었습니다. 1968년 저널 미래(Futures) 창간호가 발간될 때도 

마찬가지 습니다. 하와이미래학연구소(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라는 이름에 해서

도 마찬가지 고요. (이 이름은 1971년 이 연구소를 세운 하와이 입법 기관에서 붙인 것이지 제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Futures’, 프랑스어로 ‘futuribles’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복수이고, 안이 있고,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

습니다. 단수이고, 필연적이고, 이 단어가 지닌 특정 의미의 ‘진전’이 내포된 ‘The Future’가 아니라 복수이고, 

안이 있고, 가능하며, 원히 만들어 낼 수 있는 ‘Futures’인 것입니다. 

‘The Future’가 아니라 ‘Futures’라는 개념은 조금 어색하고 생소하지만 어나 다른 부분의 서구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같이 명사가 복수 형태를 띨 필요가 없는 언어에서

는 이런 개념을 쉽사리 표현하기도 이해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통 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가 앞에 있다(The future lies ahead).” 하지만 이 말이 

엉뚱하다고 느끼는 문화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래가 뒤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마주합니다. 

따라서 “볼 수” 있고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는 우리 등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곧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렇다면 뒤돌아서 미래와 마주하십시오”라고 어떤 서양인이 말할 수 있겠군요. 이런 말에 예컨  하와이 

사람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는 당신이 뒤돌아서 과거를 보고 배우지 그러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세계

는 지금처럼 엉망이진 않을 겁니다.” 

오늘 이 패널은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을 비롯한 여러 사실을 문제화하고 검토할 목적으로 꾸려졌습니다. 

우리는 미래학이 어와 여러 서양 관습에 식민지화―비록 이 식민지화가 무고하고 의도되지 않았다고는 하더

라도―된 결과와, 동아시아인의 언어와 문화 경험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의 미래학이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으

나 태생의 한계를 지녔던 지금까지의 미래학을 넘어 미래학의 발전과 더 나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

해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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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Ⅰ

교육의 미래와 타이완의 사회적 변형

쿠오 후아 첸 (Kuo-Hua Chen - 만 담강 )

요약

체로 경제발전과 부의 창출이 국가발전의 주요지표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따라, 지난 삼십 

여 년 동안 타이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타 신흥공업국들도 사회관계적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성공

적으로 확립하여 왔다. 우리는 보다 안적인, 환경적인 또는 문화-정신적인, 미래 세 적 세계관의 중 한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미래의식과 개혁의 주도

자의 개발가능성에 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미래지향적 학으로서의 담강은 분명한 전략적 비전과 방향

을 갖는, 변화지향적인 학임을 의미한다. 미래지향적 사고와 비전의 문화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타이완

에서 현재 진행 중인 변화와 발전전략의 거의 모든 역에 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와 교육의 세계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는 하나의 또는 진정한 세계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의 변

화는 미래연구를 가르치는 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과 인류 전체를 미래화 한다는 희망

으로 담강 학교 전체를 미래화하고 있다.

경제적 기적과 미래연구

경제적 성공과 미래연구는 타이완 발전의 최근 역사에서 주축을 이루어 온 기적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

면, 타이완에 미래연구가 도입되게 된 것은 세계경제에서 타이완이 맡는 역할에 의해서 상당한 향을 받았

다. 타이완이 가난을 탈피하고 부자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래연구의 많은 가치들은 가장 직접적인 당면

과제들 - 1)단기 전략적 이슈들; 2)경제적 성장; 3)타이완의 단 하나의 미래; 4)중국으로 부터의 위험; 5)전반

적으로는 세계에 한 실리적 접근 - 에 집중되어 있는 현  타이완 국민들의 가치들과 충돌해 왔다. 단순히 

말해 타이완 국민들은 국민당정부가 1949년에 중국본토로부터 피난해 온 후로 계속해서 깊은 불확실성 속에

서 살아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이상주의, 이것이 지향하는 사회적 및 기술적 혁신에 한 관심,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우선적 추구는 양식 있는 현 적 타이완 국민들에게는 즉각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신에, 

타이완 국민들은 다음 세기에 표류하지 않고, 성장하는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을 걱정했다. 타이완

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장기계획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타이완 기업들은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개발하고 

만든 신기술들을 기다렸다가 구매하기를 더 원한다. 이들 기업들은 이러한 신기술들을 바로 응용할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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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 기업들은 세계경제에서 주어지는 부서적인 역할에 만족해 왔다.

그러나 다른 경쟁적 경제들과 마찬가지로, 만약 타이완이 중심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역할을 차지하고도 국

민소득을 15,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증 시키려고 한다면, 타이완은 세계정보경제에서 더 강한 경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혁신을 의미한다. 그것은 새롭게 떠오른 기술들에 한 예측을 

의미하고, 그것은 경제주의 전략적 사고의 한계로 부터의 탈피와 미래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도구들의 진지

한 사용을 의미한다.

쇼(1999)는 언젠가 “타이완은 중국의 고전 철학자들보다 그리스 고전철학자들에게 향을 받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모든 타이완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학 학위를 사랑한다.” 고 묘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시아사회에서 타이완은 그들의 미래세 를 조국에서 양성하고 간직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예상하며, 타이완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적 배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

는다고 언급했다. 지적 자산을 탐구하려는 욕망과 열정은 타이완 지식경제를 굳건하게 키우는 데에 지 한 

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서구의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일 것이

다. 우리는 단지 연구방법의 사용과 그 양적인 성과만을 따라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창조적 사고를 장려하

고 관점의 다양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른 많은 분야 중에서도 미래연구 분야는 어떠한 비서구 사

상가들의 열정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일반 타이완 국민들이 다른 국가 사람들 보다 

시나리오 빌딩이나 예측분석들과 같은 과정에서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기술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상 적 

더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다. 결국,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몇몇의 강력한 아이디어일 뿐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연구는 체로 경제개발과 부의 창출과 연결되어 왔다. 타이완은 보다 안적인, 

환경적인 또는 문화-정신적인, 미래 세 적 세계관의 중 한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세

계경제는 중국과 인도(친디아)의 급격한 성장과 도전에 직면하는 방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세계, 특히 인접 국가들을 보다 예측 지향적으로 만들 것이다. 연령-동료(age-cohort)의 변화는 거  중국 

사회에 한 미래연구 분야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타이완과 아시아의 신경제 호랑이들은 모두 

거북한 문화지체(Cultural Lag)단계를 경험해 왔다. 만약 우리가 미래지체(Future Lag) - 다니엘 벨이 1968

년에 명명한 신개념 - 의 무질서한 진행을 경험해야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 질 것인가는 오늘 개발한 도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몇 년 앞을 

위해서 준비한 계획들의 결과들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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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미래를 가져오기

담강 학교는 미래화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학이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교육은 국제화와 정보지향의 교육과 함께 담강의 혁신을 위한 중심적 목표이다. 다른 학

교들도 미래연구센터나 미래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가지고 있지만, 담강 학교의 초점은 완전히 미래지향

성에 맞추어져 있다. 담강은 또한 “미래의 변화를 설계하는 야망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특히 우리가 기

해야 할 내일을 위해 일어나야 할 일들을 만들 지성과 용기를 창조한다는 야심찬 비전”에 기초하고 있다. 

(Chang, 1998)

우리는 미래연구가 학부의 필수과정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미래는 강의 이상의 것이 필요하

다. 그것은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는 담강에게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 1.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배우는 것. 

2. 새로운 기술을 예견하고 그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교육에 사용하는 것. 3. 우리 학교에 한 요구들은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4. 변화의 더 깊은 패턴을 이해하는 것. 5. 미래를 이용하여 

더 나은 학을 만드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이슈는 단순히 미래연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것이 확실

히 하나의 첫 번째이자 중 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미래화(futurization)이다. 창(Chang)이 

설명하듯이, 동양의 문화에서는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지만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살기위해서 적절한 미래지향적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담강 학교에는 미래학 과정이 한 학년 동안 삼십 여명의 교수진, 구십 여개 과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학적 접근방법에 한 의견일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들 교수진들이 다양한 

교육학적 시각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다음의 “미래 

교육철학 성명 (statements of futures teaching philosophy)"를 강조함으로써 위에서 기술한 임무가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일치에 도달하 다. (Chen, 2002, 2011a)

• 미래를 인식하고, 조정하고, 창조하기

• 미래의 비전과 감각들을 배양하기

• 배려와 참여의 태도로 세계관을 확립하기

• 예리한 관찰감각을 개발하기

• 권위에 질문하고 알려진 사실에 질문하는 비판적 사고자가 되기

• 장기적 추이들을 통찰하기

• 팀에 기초하면서 상호 의존적인 작업관계에 적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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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기술 제품에 한 지식과 친숙해지기

• 미래기술의 잠재력과 향력에 해 관심을 가지기

• 소수그룹의 미래복지를 배려하기

• 안적 미래에 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기

•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다문화적 접근방법의 불가결성을 옹호하기

이와 같은 교수철학의 성명을 따라, 통합적이고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접근방법은 미래연구 설계의 기초를 

마련한다. 장기적 차원의 미래학습은 다음의 핵심과목들 중 하나로 시작한다.

학부 핵심 과목

• 사회적 미래 (Social Futures)

• 기술적 미래 (Technological Futures)

• 경제적 미래 (Economical Futures)

• 환경적 미래 (Environmental Futures)

• 정치적 미래 (Political Futures)

• 교육적 미래 (Educational Futures)

• 전 지구적 미래 (Global Futures)

• 다문화와 전 지구적 사회들 (Multicultural and Global Societies)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Futures)

• 미래연구 학술조사 세미나 (Research Seminar in Futures Studies)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 변화 등 다섯 가지 중심과목의 추이와 통찰력은 기본 선택과목이다. 교육적 

미래와 미래학 학술조사 세미나는 상급생과 비전공 학우너생들을 위한 고급 선택과목이다. 이렇게 정한 이

유는 거의 모든 학과에서 전문화된 지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외부인들(outsiders)"로부터 다양한 목소리와 

통찰력을 고취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미래연구 학원은 2002년 가을학기에 시작하 다. 미래연구 석사학위과정 프로그램은 그 교육학적 관점

이 변화하는 세계화된, 미래지향적 정보사회 (transforming, globalized, future-oriented, information 

society)에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 졌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은 포괄적인 지식

과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교수진은 다양한 이슈와 주제들에 한 그들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가능성 있는 미래지도자로서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분야에 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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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다른 방법들을 기꺼이 선택할 마음자세, 세계적 지향성; 복잡성과 불명확성에 한 포용력; 장기적인 

시각; 단일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복수의 안적인 것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원하

는 미래 이외의 다양한 안적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측한다는 것만

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적 차원의 도전들에 해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자신감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해답들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안적 미래는 탐구될 수 있으며, 원하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는 더 많은 개연성을 갖는다.

교과목들은 아래에 나열된 세 개의 중심 구성단위로 개벌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 디자인구조는 학생들

에게 다음과 같은 학습목적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 미래연구의 이론, 방법과 이슈들을 이해하기

• 미래학의 한 주제 역에 해 자세히 이해하기 (예를 들면, 노령화 사회의 미래, 유전학의 미래, 또는 보

건의 미래)

• 자신이 원하는 전문적 미래와 일반적 직업의 미래에 해서 자세히 이해하기

교육과정이 포괄하는 영역들은:

• 미래연구의 인식론 (미래는 어ㄸ허게 연구되는가)

• 사회변화에 한 이론 (왜 그리고 어떻게 문명과 조직들은 변화하는 가)

• 미래연구에 참여하는 기관들 (세계에 퍼져 있는 미래연구)

구체적인 주제 역들은 다음의 미래들을 포함한다. 국민국가, 세계체제(World system), 노동, 조직, 보

건, 자아, 성, 그리고 유전체학과 같은 신기술들

• 어떻게 전문적인 미래학자가 되는 가 - 약간의 필요한 기술들

강의방법

비록 교육 스타일은 각 교수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교육학적 가이드라인에 동의한다.

1. 미래연구 지식기반의 중심 역에 한 강의

2. 주제 역에 한 일반적인 토의

3. 미래에 한 구체적 특징설계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집단 토의와 워크숍

4. 비디오, CD-ROM과 안적 형태의 멀티미디어

미래학습공동체를 건설하는 이러한 긴 과정동안 꼭 언급해야할 것은 우리는 비교적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

아왔다는 것이다. 타이완에 있는 120개 학들로 보내진 최근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두 개의 미래 석사학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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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프로그램과 30개 이상의 미래연구 과정이 설립되었고, 나머지는 향후 5년 내에 미래연구과정 또는 과정이

수 프로그램을 설립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미래연구의 향은 또한 중국의 많은 학들로도 확 되어 왔다. 

베이징 학교, 난징 학교, 서남 재정경제 학교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와 

홍콩 중국 학교(Chinese Unversity of Hong Kong)이 미래 네트워크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담강대학교 미래를 그려보기

담강 학교는 연구능력, 학생등록률과 사회적 명성에 있어서의 중 한 성공이라는 세 번의 구조적 변화의 

물결을 경험해 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담강 학교가 156개 학이 참여한 국가적 평가에서 사학 역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강 학교의 통찰력 있는 계획의 중요 구조변화는 세 개의 캠퍼스를 신기술로 연결

하여 발전시켜왔다(실질적인 제 4 캠퍼스, 사이버 캠퍼스). 메인캠퍼스, 탐수이(Tamsui)는 연구 중심이 될 

것이다. 타이페이 캠퍼스는 특별히 타이완의 노령화 인구와 관련하여 평생학습과 응용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

이다. 마지막으로 신 란양(Lanyang)캠퍼스는 1~20의 교사-학생 비율을 목표로 하는 기숙캠퍼스가 될 것이

다. 우리는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서로 마주보고 천천히 숙고하는 학습을 위한 장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분석적 시각에서 볼 때, 담강 학교의 미래는 비교적 낙관적이다. “담강 학교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방향” 
(Inayatuallh and Chen, 2006)이라는 우리가 초기에 만들었던 문서의 결론은 한 스태프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말하길, “나는 여기 모인 우수한 사람들 때문에 낙관적이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다.” 이 보고서

가 중요한 이유는 비록 현재 등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한 추이는 (세계화, 가상세계화, 노령화와 유전학

혁명 때문에) 2017년경, 특히 2025년경에는 학 성격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학

적 추이를 고려할 때, 타이완은 곧 학등록률의 상당한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2017년경으로 예상된다). 

타이완의 전체 출생률은 빠르게 0.94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출생률의 

하락과 함께 학들은 희소한 국내 학생들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들 학들은 (학생들 이외의)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타이완 밖 (중국, 서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들)에서 새로운 

학생들을 찾거나, 최고의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어떤 학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제는 왜 학생들이 이곳으로 오는가 이다. 담강은 그들에게 보다 보답하

는 경험을 주어야 할 것이다.” 등록률경쟁이 국가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점점 더 치열해 질수록, 중심 사명

과 중심 전략에 한 분명한 인식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성공의 비력은 비판적 지식이 최고의 가치인 

교육환경에 있으면서도 행복해 하는 고객이다. 또 다른 학장이 말하길,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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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률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노령화사회가 될수록 감소할 것이다.

• 교육은 타이완 학부모들의 우선사항으로 남을 것이다.

• 이전에는 학사학위가 필수사항으로 여겨졌지만, 세계적인 기술혁명과 더불어 아마도 십중팔구는 석사학

위나 박사학위가 필수사항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형적인 직업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더 필

요하게 될 것인가?

타이완의 미래와 세계적 발전을 연결하기

지난 이삼십년 동안 타이완의 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서구국가들과 국제 비정부조직(INGOs)들로부터 국제

장학기금과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들 경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타이완의 엘리트들은 학계의 지식, 과학과 

기술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주와 자유의 가치들에 깊은 향을 받았다. 

그들이 타이완 사회에 헌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들은 이들 새로운 사고와 가치들을 다가오는 세계

화 시 의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타이완의 미래에 한 구상으로 과감하게 변형 시켰다. 

그러한 예측들과 비전들은 결과적으로 타이완 현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전략의 거의 모든 역에 향을 

미쳤다.

타이완이 경제적, 사회관계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에 있어서 훨씬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경쟁적 경로

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역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엘리트들을 지원하는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적인 피드백 루프 (global feedback loop)에 참여할 책무를 느낀다. 가장 중 한 노력 중 하나는 타이완 부통

령 사무실 아래 미래사무실을 만드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노력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 될 수는 없을 지라도, 

미래에 한 사고는 공공부문 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타이완의 전 부통령, 아네트 루(Arnett Lu)는 

학원과정 학생들을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는 사회들이 배출한 엘리트자격으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장학금과 

국제적 교육기회들을 제공했다. 장학기구인 민주적 태평양조합 협의회 (Democratic Pacific Union, DPU)는 

양, 인도주의, 비전, 예견과 세계발전 이라는 은유들로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 타이완의 국제교육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신은 미래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미래교육계획은 타이완 행정원 

(Executive Yuan)인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mmission)의 공동 목표가 되었다.

국가안전국(National Security Bureau)과 국방부 또한 미래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한 예측전략과 자문을 

구하고 있다. 변화에 가장 둔감하다고 알려진 부문도 지역과 세계에 가득한 안보, 분쟁, 폭력, 불평들과 불안

정성의 문제들을 미래에 연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 한 성과이다. 정부기구들 내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

히 이러한 상황을 국제관계의 자연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많은 타이완 국민들의 노력은 국제적 평화유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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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구축 및 공동체 발전과 재건설을 포함한 분쟁방지와 분쟁사회재건으로 확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타이완 국민들은 안적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자생적 화해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인종적, 종족적, 성적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의 악화(degradation)를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훨씬 더 헌신하리라고 기  될 것이다 (Li and Chen, 

2012). 학습을 위한 통찰력이 있는 사회적 환경은 여러 다른 부문들과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엄격하고 멀리 보는(far-minded) 교육과 훈련이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주요요소이다.  9/11 테러사건 

이후로 담강 학교의 미래교육과 운동은 “평화비전과 미래리더십”, “초등교육 선구적 교사들을 위한 평화교육 

워크숍”과 평화 컨퍼런스를 조직하기 위한 타이완 PEACETIME 재단과의 제휴를 포함한 일련의 평화와 안보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개발해 왔으며, 제 4차 연례 평화 컨퍼런스 - 평화를 위한 비전과 미래행동 (Visions 

and Future Actions for Peace)-을 주관해 왔다.

담강 학교의 미래운동의 향은 또한 정보와 공공부문에서 산업과 연구조직들로 확장되어 왔다. (Chen 

2011b). 몇몇 예를 언급한다면, 타이완 경제연구소는 담강 미래프로그램의 교수진과 학원생들과 함께 연구

협력체로서 OECD 국제 미래프로그램에 참여하 다. 산업기술연구소는 일련의 미래와 혁신연구 프로젝트 들

을 시작했다. 타이완의 창조산업과 연결되는 가장 눈에 띄는 연구주제는 노령화사회의 미래이다. 소위 “프로

젝트 실버 (project silver)." EU 시니어 경제 프로젝트 (Senior Economy Project), 유럽지역 실버 경제 네트

워크와 네덜란드 시니어 건강경제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담강과 핀(Finn) 2015로부터 미래방법론을 채택하

여, 타이완 농업기술예측정보센터는 녹색산업의 안적 미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일련의 미래워크숍에 참

여 한 후, 타이완 섬유산업연구소는 심지어 창조와 구상을 위한 자체 센터를 만들었다.

타이완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미래조직들의 목록은 한계가 없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

들이 주요 교육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하일 이나야툴라(Sohail Inayatullah)의 미래공동체에서의 중심적 역할, 그의 미래연구저널에 한 괄목

할 만한 기여, 그리고 몇몇의 향력 있는 국제컨퍼런스 조직에서의 그의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미래학자들이 타이완 사회와 담강 학과 강한 유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조안 겔퉁(Johan Galtung, 

Transcend), 헤이절 헨더슨(Hazel Henderson, Calvert Social Investment Fund), 그리고 마가렛 베치굳

(Magaret Bedggood, Amnesty International)과 같은 몇몇 미래학자들은 미래연구와 평화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미래를 위한 재단 (Foundation for the Future), 세계미래연구연합 (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 세계미래사회 (World Future Society), 호주 예측연구소 (Austrailian Foresight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829

주제발표Ⅰ

Institute), 미래재단 (Futures Foundation)과 전문미래학자협회 (Association of Professional Futurists)

와 같은 많은 미래기관들과 심층적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해 왔다.

타이완의 미래네트워크는 웬델 벨(Wendell Bell), 클렘 비졸드(Clem Bezold), 피터 비횹(Peter Biship), 

로버트 버크(Robert Burke), 마커스 부씨(Marcus Bussey), 제임스 데이터(James Dator), 린다 그로프

(Linda Groff), 윌리암 할랄(William Halal), 데이비드 힉스 (David Hicks), 크리스토퍼 존슨 (Christopher 

Jones), 페트리시아 켈리(Patricia Kelly), 이안 로우(Ian Lowe), 그라함 메이(Graham May), 이바나 로세

비치( Ivanna Milojevic), 그라함 몰리터(Graham Molitor), 리오타 오노(Ryota Ono), 토니 스티븐슨(Tony 

Stevenson), 씨이저 빌라뉴바(Cesar Villanueva) 등을 포함한 많은 열정적인 미래학자들이 보낸 상당한 기부

금으로 번 을 누려 왔다. 담강 학교의 중심 교육철학으로서의 미래지향적 교육은 산업과 연구조직의 미래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하여 이야기한다. 이것은 담강을 타이완섬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의 미래적 사고

와 기술예측 교환을 위한 중요한 중심으로 만들었다. 2015년 11월에는 합작투가 국제컨퍼런스 계획이 담강

학교, 하와이 미래연구 조사센터, 핀란드 미래 조사센터, 그리고 한국의 경희 학교의 협력 하에 진행될 것이

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학습을 통한 안적 시나리오들을 제안함으로써 서구기원의 

이념들에 도전할 작정이다.

타이완 미래연구의 미래

지난 삼년여년동안에 걸친 미래사고와 미래운동을 개발하려는 성 한 노력들 때문에 타이완과 타이완 사람

들은 안적 가능성, 특히 미래교실의 학생들을 탐구하는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최소한 하나의 미래연구과목

을 수강한 595명 크기의 학생회답자 유효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최근 설문조사는 한편으론 학생들은 세계를 

연결하는 비교적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부터의 잠재적 경제적 정치적 유협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은 새로이 등장하는 지식경제와 세계시장 안의 신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비즈니스 포지션(business positions)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학생들은 또한 세 체의 현

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거의 82퍼센트의 학생들은 “정치가, 비즈니스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미래에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세계의 본질에 한 그들의 가치와 

실증적 입장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형성하는 패러다임에 해서도 질문한다. 그들은 미래에 한 분명

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진화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적 미래들을 탐구하며 이들 

미래들을 전략과 일상의 결과에 연결시킨다.

내면과 정신적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측을 배양하는 중심은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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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따라 여행하는 것이다. 외보로의 여행은 우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지만, 내

면으로 여행은 우리자신에 한 이해와 잠재력을 고양시킨다. 두 여행 모두가 상호의존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개인의 성취와 사회적 책임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구성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래 연구학생

들은 장기적 시각과 안적 미래창조를 위한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 한 성과는 미래의 교육과 

학습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많은 역에서 깊이 헌신하는 많은 미래연구자들의 노력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적 학습의 문화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 - 학생, 교수진, 행정부, 사회와 학부모들 - 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따라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

리의 시각에서 우리가 미래에 한 흥미로운 비전이 필요하지만,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미래는 변화한

다. 우리는 학부모, 학생, 공동체, 기업과 정부의 변화하는 요구들에 진취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을 해야 한다. 타이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기적을 경험해 왔다. 우리는 우리가 혁신적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 기적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문화를 변화하는 요구에 조응하도록 변형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와 교육의 세계적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는 하나의 또는 진정한 세계의 중심으로 새롭

게 등장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아시아의 중산층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해외가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학교

에 보내기를 열망한다. 웹(web)과 그 진화의 산물들과 같은 기술들은 매일 매시간 진행되는 진정한 면교육

을 만들어 낼 것이다. 오늘날의 게이머들(gamers)은 미래의 교수들 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주장 하듯이, 교육

학은 개인과 집단, 훈련과 창조성, 좌뇌와 우뇌, 현상유지와 패러다임과 새로운 미래들, 과거에 한 존중과 

미래에 한 책임감사이의 균형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학과 조직 또는 사회가 계속 번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책적 계획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무 중심적, 마켓 스마트(market smart), 비전 주도적, 그리고 미래 전략적 형태. 담강에게 이러한 유산은 

다면적이다. 첫째, 그것은 가르침에 한 사랑, 지식에 한 사랑이다; 특히, 이것은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학이다. 둘째는 문화적 유산인 신유교주의이고, 셋째는 국제화, 기술화와 미래화에 한 집중이다. 이러한 유

산들은 중 하고 급격한 변화에 향을 받고 있다. 첫째, 심층적 서비스의 개념은 기업주의의 압력, 재정적 

염려와 같은 시장의 압력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다. 둘째, 신유교주의는 여성운동, 새로운 형태의 조직구조들 

- 교육조직들은 덜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들로부터, 남성 클럽은 보다 평등적 기회들로부터 도전을 받는

다. 셋째로, 국제화, 기술화와 미래화는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더 광범위한 상황이 아시아 모두와 전 인류

를 미래화하려는 희망으로 미래연구를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학을 미래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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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재해석을 통한 동아시아 미래학의 가능성 탐색

박성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도입

이 글은 지난 12월 미래학저널(Journal of Futures Studies)에 게재한 제 최근 논문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ast Asian Futures Studies: Reinterpreting Dator through Zhuangzi” (동아시아 미래

학의 가능성 탐색: 장자를 통한 데이토 재해석)을 수정한 것입니다. 먼저 동아시아의 가치와 미래학 세션에 

훌륭한 동료 학자이신 데이토, 소하일, 이바나, 천궈화, 나오히로 박사와 함께 참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

각합니다.

오늘 저는 장자를 통해 미래학에 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자 합니다. 장자는 동아시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고전입니다. 사마천(145‐89 BC)의 사기에 따르면 장자는 양나라 혜왕 시 에 살았습니다. 그러

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장자는 역사적 인물로서 장자가 아니라 장자라는 책 속에 나오는 장자입니다. 장

자는 도교를 표합니다. 도교는 유교에 필적하는 철학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호 의존성을 추

구하며(Ames, 1998) “정치적, 사적 행동에서 자연스러움과 직관을 따르는”(Graham, 2001, p.5) 경향에 치우

쳐 있습니다. 장자는 도덕경과 함께 도교 전통의 주요 문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도교는 동아시아의 

예술, 서예, 시 등을 위한 감과 같은 인간 경험의 심미적인 차원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자
를 동아시아의 심미적 감성에 관한 권위 있는 글로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저는 또한 장자를 통해 미래학자들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의 경계를 축소시키지 말고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

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전략은 미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역동적이라

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잘 비하려면 우리는 미래를 천천히 배회해

야 합니다. 쿠티뉴(Coutinho)와 시귀르드손(Sigurdsson)(2004)은 장자가 유목적인 방식을 창조해 냈다는 흥

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원적이며, 잘 짜여져 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뿌리가 없고, 정착하

지 않으며, 안정을 거부하고, 순응에 반 하고… 익숙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틀에 박히지 않은 관점을 취하

고, … 장난기가 많고, 실험적이며, 상상력이 있다”고 (p.79)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를 천천히 배회하

는 것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지평을 뛰어넘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선택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심미적 선호 중에 전체론(holism)은 중요합니다. 전체론

은 어떠한 요소도 선호하지 않지만, 모든 부분이 협력하여 만들어 내는 전체적인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모

든 부분을 고려하고 맞춥니다. 전체론은 합리주의(rationalism)와 비되지 않습니다. 전체론은 합리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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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태에 합당함(reasonableness)이라는 전체의 한 요소로서 포함합니다.1) 저는 장자가 이 전체론적 관점

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적응력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미래학은 한국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미래

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 산업화된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습

니다. 사회학자들은 그 이유가 치열한 경쟁 환경과 미래에 한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의 학생들은 설문 조사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 해 자주 절망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현 의 한국인들이 미래에 한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데르두인(Van der Duin)과 

덴하타이(den Hartigh)(2007)는 미래는 변덕스러우며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적응(adaptation)보다는 적응력

(adaptability)”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p.153). 다시 말해, 우리는 다양한 미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인지해야 하고, 장자처럼 변화와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한국인은 다양한 미래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

들의 삶을 (다시) 만들어 낼 조건들에 효과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동아시

아 미래학이 한국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 미래학의 관점에서 장자 이해

장자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호 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에 한 장자의 생

각은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쪽의 어두움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은 굉장히 큰데 그 크기가 몇 천 리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가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이 몇 천 리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날아 오를 때 그 날개는 하늘 전체를 드리운 구름 같았다.”(Watson [1964] 1996, p.23) 

장자는 물고기와 새들이 그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협력이 필요하며 서로 

얽혀 있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없다면 새도 없습니다. 저는 장자가 어떻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에 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는 현재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기 위해 도(道)를 새롭게 개념화합니다. 에임스(Ames)와 홀

(Hall)(2003)은 도를 “만들어 가는 길(the Way Making)”이라고 번역하 는데, 이는 도가 “경험의 지속적 장

(the ongoing field of experience)”(Ames, 1998, p.2)이기 때문입니다. 쿠티뉴(2004)는 도를 “변화의 방식

(the manner of changes)”이라고 해석했고, 그라함(Graham)(2001)은 “변화와 다양성이 만드는 겉보기에 무

질서한 모습을 그려 내는 것”(what patterns the seeming disorder of change and multiplicity)” (p.7)이라

1) 2012년 3월 로저 에임스와 이메일을 통해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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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학자들에게 도는 과정 지향, 전체적 관계, 개별주의와의 조화, 상관성, 그리고 미리 

정해지지 않은 참신함을 변합니다(Ames & Rosemont, 1998; Ames & Hall, 2003). 

위에서 말한 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저는 미래 불확실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전략과 관련된 장자의 세 가지 

방식을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도를 현실에서 더 잘 쓰게 하는 방식으로, 멀리서 보기, 더 많은 눈으로 보기, 

그리고 참된 깨달음을 향해 보기입니다. 

멀리서 보는 것은 변화를 제 로 이해하는 데 이르는 방식을 함의합니다. 이러한 보기는 장기적 관점을 계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자는 “아침의 버섯은 황혼과 새벽에 해 아는 바가 없고, 여름의 매미

는 봄과 가을에 해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짧은 삶을 산다. … 짧은 삶은 긴 삶에 미치지 못한다”(Watson 

[1964] 1996, p.24)라고 했습니다. 미래학의 역에서 장기적 관점은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며 

미래 세 의 의식을 이끕니다. 이는 미래 세 와 현 세  모두의 안녕을 고려합니다. 

많은 눈으로 보는 것은 편견에 향받지 않고 균형 잡힌 관점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함의합니다. 장자는 “원
숭이 조련사가 도토리를 나눠 줄 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숭이가 

모두 화를 냈다. 조련사가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Watson [1964] 1996, p.36). 이 이야기에서 장자가 뜻하는 바는 “성인은 옳은 것과 그

른 것 모두와 조화를 이루고 균형자인 하늘에서 쉰다. 이를 두 길을 걷는다고 한다”(Watson [1964] 1996, p. 

36)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눈으로 보는 것은 유연함 및 개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깨달음을 향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과 단절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은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그는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 다. 그 자신의 모습에 

행복했고 내키는 로 했다. 그는 그가 장자인지 몰랐다. 갑자기 그는 깨어났고, 거기엔 확실하고 틀림없는 

장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나비 던 꿈을 꾼 장자인지, 장자 던 꿈을 꾼 나비인지 알지 못했

다”(Watson [1964] 1996, p. 45).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잠에서 깨어 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하룻

밤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이야기는 변화에 해 더 심오한 것을 들려 주는 것 같습니다. 쿠티뉴와 시귀르드손

(2004)은 “원래의 모습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은 자신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은] 물고기가 

새로 변화해야만 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p.70). 장자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소

요하면서 그 지평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장자는 새로운 지평과 경계를 찾고자 했고, 이것이 그에게 참된 

깨달음을 가져다줘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래튼(Gratton)(2012)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실행 공동체를 찾아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새로운 가치, 규범, 미래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이에 따라 구성원

은 그들의 참된 깨달음을 제공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듀이(Dewey)(1927)는 이 공동체를 위 한 

공동체(Great Community)라고 부릅니다. 요약하자면, 참된 깨달음을 향해 보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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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위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

니다. 

3. 동아시아 미래학의 가능성 탐색

여러 학자들이 동아시아의 심미적 선호는 상호 연결, 특별, 상반, 과정 지향, 맥락, 적절, 관계 중심, 배열, 

유동, 전체, 미정 등의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Choi et al., 2007; Hall &Ames, 1987; Jullien, 2000; 

Masuda et al., 2008; Nisbett, 2003; Shin, 1998). 이와 비되어 하이데거가 말하는 “신학적 존재론” 전통

에서는2) 심미적 선호는 무조건, 보편, 이원, 목적론, 물질 중심, 배타, 직선, 분석, 판단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존재론 전통과 조적으로 실용주의,3) 현상학,4) 후기 구조주의,5) 해석학,6) 실존주의7) 같

은 현  서양의 철학 사조는 목적론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기 위해 경험을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사상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조의 철학자들은 큰 그림을 그리거나 순조로운 진행을 이끄는 의식적 수행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제가 언급한 동아시아의 심미적 선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동아시아 미래학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아시아 미래학은 (1) 배타적인 안보다 적절한 안을 추구하며, (2) 이미 정해진 순간보다 심

미적 순간을 찾고, (3) 혼돈을 다스리기보다는 혼돈과 함께 춤추며, (4) 유용한 것과 유용하지 않은 것 모

두를 씁니다. 

2) 신학적 존재론은 물질 지향적 사고 체계이다. 에임스(2010)는 19세기부터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이 지닌 존재론적 사고를 비판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하이데거는 신학적 존재론 사고의 언어를 사용하고, 화이트헤드는 잘못된 구체성을 비판하며, 듀이는 

철학적 오류를, 데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한다”고 주장한다 (Yu, 2010, p.87). 

3) 윌리암 제임스나 존 듀이와 같은 실용주의자들은 경험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고, 지속되는 것이며 질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전하고(James, Pragmatism: A New Name for Some Old Ways of Thinking, 1907),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해 지속적으로 묻는 것(Dewey, Logic: The Theory of Inquiry, 1938)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들은 독단적 사상들과 

싸웠다. 

4) 일반적으로 현상학은 수동적 능동적 경험을 연구한다. 즉, 인식, 상상, 생각, 감정, 욕망, 자유 의지, 행동이 이러한 경험에 

포함된다. 멀류 폰티와 같은 현상학자들은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고 처함으로써 경험을 저장하고 만들어낸다고 주장

한다. 그 결과 그 상황은 “[그들의]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난다. (Dreyfus, 2002, p.368)  

5) 후기 구조주의도 존재 (혹은 인간 경험)이 상호 구성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6) 예를 들어 해석학에 관하여 가다머(1976)는 인간은 역사에 나타난 행동 양식을 통해 현재를 보고, 가치나 선호를 반 하여 

미래를 탐색하기 때문에 “지평을 혼합”할 수 있고, “진정한 이해의 전제 조건인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아에 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다 (Hans‐Georg Gadamer. 1976. Philosophical Hermeneutics, translated 

and edited by David E. Ling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xxi). 

7) 사르트르는 그의 책 존재와 무에서 “존재는 본질을 앞서고 지배한다”고 주장했다.(1943) 사르트르는 자아는 고정된 주어진 

상이라는 데카르트의 관점을 반박했다. 신 사르트르는 자아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재정의된다고 주장했

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실존주의자들은 종종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plato.stanford.edu/entries/exist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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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타적인 대안보다 적절한 대안을 추구하는 것 

적절성은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을 반 하며 물질 중심주의와 반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두 사람에게 

적절할 때, 그 두 사람은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은 

더 나은 발전을 향하도록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반 로 배타성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

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은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을 발전시켰습니다. 

예지력 있는 행동을 하며 관계 중심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래 연구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로빈슨(Robinson)(2003)은 성공적인 미래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이끈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상호적인 사회 연구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예지력 있

는 행동에 참여할 때, 그들은 그들 사회에 향을 줄 수 있는 경향과 새로운 이슈들에 해 서로 배울 수 있고, 

어떤 안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의논할 수 있으며, 예상 가능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들을 통해 시민들은 미래에 그들 삶을 바꾸는 조건들에 사람들이 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3‐2. 이미 정해진 순간이 아니라 심미적 순간을 찾는 것 

동아시아 미래학은 심미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심미적 순간을 포

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뿐 아니라 심미적 순간이 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순간

은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미적 순간과 관련하여 리저허우(Li Zehou)(2006)는 중용(中庸)

의 탁월함은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심미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중용은 

“매일 적중하는 것”8) 혹은 “익숙한 것에 집중하는 것”9)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용은 유가의 사서(四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리저허우에 따르면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 것처럼 

무언가가 효용에 맞아 보일 때라고 합니다. 장자도 심미적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수가 환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바퀴를 만들 때, 너무 느리게 다듬으면 미끄러지고 제 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다듬으면 나무 사이에 끼여 버립니다.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됩니

다. 저는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이를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전수할 수 

없고 아들이 제게 배울 수도 없습니다.” (Graham, 2001, p.6)

그라함(2001)은 이 글에서 장자 철학을 전달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최상의 자발성은 

8) Roger T. Ames and Henry Rosemont, Jr. 1998. The Analects of Confucius: A Philosophical Translation. New York: 

Ballantine Books.

9) Roger T. Ames and David L. Hall. 2001. Focusing the Familiar: A Translation and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the Zhongyo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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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규칙이나 설명서10)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의 경험은 나무를 

자를 때 어떤 속도가 알맞은지를 알게 해줍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미

적 순간입니다. 

어떻게 심미적 순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네 줄의 하와이 악기 우쿨렐레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연주자는 우쿨렐레로 음악적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한 줄의 우쿨렐레를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연주하려면 꼭 네 줄이 필요합니다. 우쿨렐레처럼 동아시아 미래학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연주할 수 있도록 잘 조율된 네 줄의 우쿨렐레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연주자들은 한 줄 한 줄 연주하여 어떻게 

음악적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잘 조율된 네 줄은 하와이미래학연구소가 그린 미래

의 네 이미지를 함축합니다. 저는 여기서 네 가지 미래에 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 드리면 네 가지 미래는 미래에 한 각기 다른 가정과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네 미래는 시민

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예지력 있는 행동

은 미래의 매우 다양한 안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3‐3. 혼돈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혼돈과 함께 춤춰라 

동아시아 미래학에서 혼돈 그 자체는 통제 상이 아닙니다. 혼돈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장자에는 혼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해의 제왕은 숙(간단)이라고 불렸고, 북해의 제왕은 홀(갑자기)로 불렸으며, 중앙의 제왕은 혼돈으로 불

렸다. 숙과 홀은 때때로 함께 혼돈의 땅에 가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융숭히 접하 다. 숙과 홀은 그의 

친절함에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했다. 그들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쉰다. 그러나 혼돈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에게 구멍을 뚫어주자!” 그들은 매일 구멍을 뚫었

고, 일곱째 날 혼돈은 죽었다. (Watson, 1996, p.95) 

이 이야기는 혼돈이 다스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변화의 과정

을 방해하지 말고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전부터 데이토는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몰려오는 도전적 힘의 

크기”를 묘사하기 위해 “쓰나미 서핑”이라는 비유를 썼습니다.(Dator, 2009, p.34) 쓰나미는 너무 커서 피하

기 어렵습니다. 쓰나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타는 것입니다. 파도 타는 사람에게 큰 파도는 

즐거움입니다. 쓰나미 비유는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과 관계가 부족하여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조

리와 광기로 차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조리와 광기를 유쾌하게 견뎌내야 

10) 자발성과 관련하여 수(Su)와 훙(Hung)(2009)은 자발적 무리와 정책이 추동한 무리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장

을 한다. “자발적 무리는 발전 가능성을 지닌다. … 질서의 자발적 근거는 발전이 시작부터 언제나 함께 해야 할 내재적인 

질서를 제공한다”(p. 618). 이러한 의미에서 즉흥성은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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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3‐4. 유용한 것과 유용하지 않은 것의 사용 

동아시아 미래학은 유용한 것과 유용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수용 가능성과 수용 불가능성 모두를 쓰는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유용한 것(혹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쓸모 없는 것(또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자가 “모든 사람

들은 유용한 것을 쓸 줄 알지만 무용한 것을 쓸 줄 모른다”(Watson, 1996, p.63)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둘을 

모두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물론 아무도 지금 볼 때 비실용적이고 비효과적인 무용한 것을 

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용한 것을 쓰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실천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쓸모 없는 것을 쓰는 것은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쿠티뉴(2004)는 글이 불확실할 때 “문맥에 한 

앎이 개연성 있는 의미들의 한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p.8)고 주장했습니다.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장자

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성인은 “이것을 알아 보지만 이것은 또한 저것이며, 저것은 또한 

이것이다. 성인의 저것은 옳음과 그름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성인의 이것 또한 옳음과 그름을 모두 갖고 있

다.”(Wang, 2004, p.210) 이 말은 역설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장자에게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표현은 “모든 것의 변화 및 의미와 관점의 전환”을 수용하는 전

략입니다.(Wang, 2004, p.197) 가능한 의미의 경계를 정하고 변화를 수용하기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미래

학이 어떠한 우선순위 없이 다양한 안들을 골고루 퍼뜨려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리 정해지고, 주어

지고, 고정된 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들은 그 자체 그 로 유용해집니다. 동아시

아 미래학은 안들을 다양화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왕(Wang)(2004)은 장자가 “모든 가능성에 머물며 

즐기면서, 어떠한 문도 닫으려고 하지 않는다”(p.204)라고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쓸모 없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4. 결론

표 1은 장자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미래학의 속성, 가치, 적용을 보여줍니다. 

동아시아 미래학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현재 비전을 받아들이면서도, (2)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을 의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3) 다양한 미래에 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4) 우리의 비전을 

수정하는 데에서 우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장자의 개요적 시각은 단지 미래상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최선의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바로 지금”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교주의자는 세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도덕적, 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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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신적 의미”를 만들어 냄으로써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Ames & Hall, 2003, p.60) 

물론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현재의 과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표 1. 동아시아 미래학의 속성, 가치, 적용

속성 가치 적용

적절성 관계성 미래를 내다보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북돋음

심미적 순간
자발성

(연마한 능력)
해석, 직관, 논의를 위한 더 너른 공간 마련

혼돈과 함께 춤추기 실험 정신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현상에 도전

유용한 것과 유용하지 않은 것의 사용 불확실성 다수의 다른 미래상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비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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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등  록 13:00~14:00 (60분) 등록 및 준비

개회사 14:00~14:20 (20분)
사 회 : 이정민 MBC 아나운서

축  사 : 나승일 (교육부 차관)

기조강연 14:20~14:50 (30분)
다른 대한민국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가능성

발표자 :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원)

휴식 14:50~15:00 (10분) 휴식 및 행사장 준비

주제발표Ⅰ 15:00~15:30 (30분)
열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밀 “챔피언처럼 싸우는 방법”
발표자 : 김남훈 (격투기 해설가)

주제발표Ⅱ 15:30~16:00 (30분)
아르바이트 인생은 없다

발표자 : 이효찬 (스타서빙알바)

휴식 16:00~16:10 (10분) 휴식 및 행사장 준비

주제발표Ⅲ 16:10~16:40 (30분)
생각만 하던 것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이유

발표자 : 임주원 (HOPEN 호펜대표)

폐회식 16:40~16:50 (10분) 폐회

 특별세션Ⅵ- 꿈과 아이디어의 공유

□ 일시 : 2014년 7월 5일(토) 14:00     

□ 장소 : 유교랜드 원형무대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859

축사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나승일입니다.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세계인의 축제,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비정신과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융성 및 인문가치 제고에 관심을 갖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동시 관계자 여러분

과, 주제발표 등을 위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기초연구 지원 등 인문학 연구 기반을 확 하고 일반국민들이 인문학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인문학은 현  사회의 병폐인 인간소외 및 갈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우리사회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나면, 물의 흔적은 없어도 파릇한 이파리가 돋아나듯이, 인문학이 당장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아도, 보다 넓고 따뜻한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물질이 아닌 정신

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가치에 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진흥은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 는 

형성하 으나 그 방향성에 관한 논의는  상 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조금씩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두되는 것이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절과 신념, 청렴한 의지

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교문화는 수 백 년 동안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교문화 위에서 삶의 자세와 방향성을 인도하는 선비정신 역시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구성하

는 큰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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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그리고 그 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의식과 인문적 가치는 

현  사회의 불신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문화는 21세기에 걸맞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한국인의 정서를 잘 포용하는 인문적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은 세계와 소통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 세션에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임마누엘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격투기 해설가가 말하는 격투기로 배우는 경쟁력, 스타 아르바이트

생이 말하는 인생철학, 제과업계 종사자의 음식이야기, 학용품기부 프로젝트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사람

의 인생 이야기, 학계에 종사하는 교수님의 발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문적 가치를 형성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 적 

요청입니다. 

오늘 전통과 문화의 도시 안동에서 인문학의 향기를 가득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5일

교육부 차관  나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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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Ⅲ.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폐막식

□ 일시 : 2014년 7월 5일(토)

□ 장소 : 낙동강변 버들섬 특설무대

세 부 내 용

환 송 사 : 김광억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동조직위원장)

축    사 :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축    사 : 권영세 (안동시장)

안동선언 : 마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영국학술원 회원)

폐회선언 : 김병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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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내 국외의 저명한 학자님들,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제 1차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점을 개막식에 이어 또 한번 조직위원회를 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여러분들은 오전 오후 하루 종일을 학술발표와 토론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공헌과 봉

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유학에 관련된 인문학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에서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지도자급 

학자들과 중견학자들 그리고 미래 학술계를 담당할 젊은 세 의 학자들이 망라되었고 여성학자들이 또한 거 

참여하 습니다. 이는 우리포럼이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을 기 하게 해줍

니다.

禮記에는 < 善待問者如撞鍾 卬之以小者則小鸣 叩之以大者则大鸣 > 이라 하 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뜻을 품

고 질문의 북을 크게 두드리고자 하나 첫 출발은 미숙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힘을 모아 끊임없이 두드리면 마침내 파도처럼 큰 울림이 될 것이고 태산북두같이 높게 정립될 것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이 포럼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합니다. 이에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지한 뜻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비슷한 시도를 하는 조직과 단체와 협력의 

연망을 구축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편벽한 시골이어서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합

니다.  그러나 소박하나마 이런 시골에서 세계의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이 꽃피는 미

래를 도모하는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는 귀한 시간의 경험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권 세 시장을 비롯한 안동시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기 에 차지 

않더라도 이들의 정성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수 

만 명의 안동 시민들이 사흘 동안의 포럼과 축제에 열성적으로 지원을 하 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따뜻하고 소박한 정을 안동방문 기념품으로 삼아서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별은 재회를 향한 또 하나의 출발이니 내년에 다시 만나기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5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동조직위원장  김 광 억



906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축사

축  사

무더운 날씨에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개최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김광림 국회의원님, 권 세 안동시장님,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 

김병일, 김광억 포럼공동조직위원장님, 그리고, 기조강연 및 열띤 토론으로 포럼을 빛내주신 국내외 석학님들

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1세기, 현  문명사회는 물질을 중시하는 풍조에서 정신을 중시하는 시 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에 한 비판으로 인간의 탐욕에서 벗어나 ‘돈에서 사람’으로, ‘이익 추구에서 의로움 추구’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가치관과 문명의 축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교‧정신문화는 오래된 현재이자 미래의 거울이며,인문․정신문화의 추구는 미래 지향적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오늘날 유학의 정신은, 물질문명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인류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자산

입니다. 

이번 포럼 개최는 이러한 시 적 흐름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포럼이 정례화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유교․선비정신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인류의 보편가치로 재조명하고 세계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애쓰신 인문가치 포럼 조직위원회 관계자,국내외 석학자 등,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추로지향(鄒魯之鄕) 안동에서의 소중한 만남, 귀한 인연, 지속 가능한 

포럼으로 이어지길 기 하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5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 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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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개막식을 가진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오늘로서 사실상 막을 내리고 세계 포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럼 성공을 위해 애쓰신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김병일·김광억 포럼 조직위원장님의 노고

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에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계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학술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이러한 세계적 포럼을 잘 할 수 있을까 염려도 했었지만 안동선언을   비롯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간성이 상실된 현 사회를 정화하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안동만의 수준 높은 인문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도 큰 수확

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통해 안동이 명실상부한 인문정신의 본향이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임을 재확인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바탕에는 지역사회에 녹아있는 전통적 인문가치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참여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나날이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포럼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5일

안동시장  권 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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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시 에 필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모색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 희망에서, 인류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고, 축적된 지식과 지혜의 바탕을 재계발하여, 인간

의 본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길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문전통의 고장 안동에 모 다.

In the hope of making our world to secure human dignity and right through the search for the 

universal value that is needed for the new era of the 21st century, we have gathered in Andong, 

the heart of Korean humanities tradition, to reflect historical experiences of our human 

advancement, to redevelop the accumulated knowledge and wisdom, and to find out the way to 

rehabilitate human mind and agency.

      

우리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이 인의(仁義)와 상생의 도덕적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재확인

하면서, 유교의 가르침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다시 읽어 재조명 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다양한 문명 간의 

소통과 창조적 융합을 도모할 것을 천명한다.

We, in recognition of inter-active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n, (individual and 

individual) between man (individual) and society, and between man (human) and nature, declare 

that we will try to re-read Confucian teachings from the future-oriented perspective, and to 

achieve harmonious communication and creative integration among the diverse civilizations in the 

world.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전 세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유 를 확 하면서 추구할 것인 바, 안동시는 이 

포럼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확신한다.

We will continue to try to expand cooperative networks among people of the world in order to 

share our noble ideas, and believe the City of Andong do its best to support for the continuity of 

our forum.

        

2014년 7월 5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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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선언

폐회선언

 

내외 귀빈 국내외 석학, 그리고 안동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방금 발표한 2014 안동선언문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유교적 인문가치에서 찾고자하는 염원을 담은 적지

않은 의미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알찬 내용의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2014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페막을 공식 선언합니다. 

 

2014년 7월 5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동조직위원장  김 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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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나들이

 조손나들이

1. 세부 프로그램

□ 일시 : 2014년 7월 5일(토), 10:00 ~ 12:00

□ 장소 : 월영교, 민속 박물관

□ 대상 : 유림 120명, 어린이 선비단 120명

□ 내용 : 호반 나들이길 동행/투호 대회

□ 주관 : 안동 향교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915

조손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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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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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전시회

현판전시회

1. 세부 프로그램

□ 일시 : 2014년 7월 1일(화) ~ 31일(목)

□ 장소 : 한국국학진흥원

□ 내용 : 현판 상설 전시

◦ 문화탐방 진행시 국학진흥원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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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전시회

◦ 국학진흥원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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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기행

시간 내용

07:00  출발

10:00  안동도착 - 서안동ic / 요금소 앞 안동투어 / 문화해설사탐승

10:30
 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월영교와 원이 엄마 동상 탐방 

 *사랑하는 가족과 거닐면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11:00  인문학 1 : “부부사랑”: 아이들이 어른 말 은 잘 듣지 안치만 행동은 따라합니다!

11:30

 안동식도락 기행 : 자유식

 * 추천 : 전통시장에 위치한 안동찜닭 골목, 미슐량 가이드 추천 “맘모스제과점”
 안동 간 고등어 구이와 찜 , 안동참마보리빵, 버버리 찰떡

12:40  하회 마을 전망대 ☞ 인문학 2 : “하회마을 터 잡기” 3대에 걸친 선행

14:00  하회별신굿 탈놀이 관람 – 탈춤 / 인문학 3 : 서민의 대한 배려 : “경청”
15:10  해설이 있는 세계문화 유산 “하회마을” 투어

17:00
 인문학 4 : 충효당 – 류성룡의 나라 사랑“忠”(이순신장군과 권율장군발탁, 징비록)

 ◉ 안동출발

 인문학기행

1. 세부 프로그램

□ 일      시 : 2014년 7월 5일(토) / 6일(일)

□ 특별세션Ⅳ : 관광·문화서비스 융합의 일원으로 진행되는 투어 프로그램 

□ 장      소 : 안동시 일원 

□ 내      용 : 안동의 문화의 이해(생활 속에서 배우는 충 효)

□ 참 여 인 원 : 약 1.000명(1일 : 500명, 1박2일 500명)

◦ 당일 기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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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기행

◦ 당일 기준 프로그램 진행 사진

월영교 전통시장 탐방

전통시장 탐방 하회별신굿 탈놀이

하회마을 탑방 하회마을 충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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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기행

 인문학기행

1. 세부 프로그램

□ 일      시 : 2014년 7월 5일(토) ~ 6일(일)

□ 특별세션Ⅳ : 관광·문화서비스 융합의 일원으로 진행되는 투어 프로그램 

□ 장      소 : 안동시 일원 

□ 내      용 : 안동의 문화의 이해(생활 속에서 배우는 충 효)

□ 참 여 인 원 : 약 1.000명(1일 : 500명, 1박2일 500명)

◦ 1박 2일 기준 프로그램

시간 여행 일정 – 1 일차

07:00  전국 출발

10:00  안동도착 - 서안동ic / 요금소 앞 안동투어 / 문화해설사탐승

10:30  부용대 오르기 

11:00  병산서원/ 인문학 1 : 유생들의 희망“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건축(삼정승 봉)

12:40  중식 : 안동 간 고등어

14:50  하회별신굿 탈놀이 관람 / 인문학 2 : 서민의 대한 배려

15:10  해설이 있는 세계문화 유산 “하회마을” 투어

16:30
 인문학 3 : 삼신당에서 들어보는 “효”(왜 3년 탈상을 하였을까요?)

 인문학 4 : 충효당 – 류성룡의 나라 사랑“忠”
18:00  석식(안동찜닭)- 전통시장 탐방과 야식 준비

22:00  인문학 5 : 수상 뮤지컬 -“부용지애”를 통한 형제의 우정

 고택 숙소로 이동(또는 모텔) -조선시대 상류층 가옥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고택

시간 여행 일정 – 2 일차

08:00  기상 및 세면

08:30  아침 식사 - 고택 한정식

10:00

 안동포 길쌈마을 체험 활동 –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삼베 길쌈 체험/ 2인용 자전거 타기/ 버버리 찰떡 만들어 먹기

 인문학 6 : 마지막 입고 가는 수의 –안동포의 의미

12:00
 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월영교 탐방

 인문학 7 : “450년 부부사랑”
12:30  중식 : 헛제사밥☞ 인문학 8 : 제사음식을 통하여 자식에 대한 훈육

14:10
 한국 정신문화 성지 “도산서원”
 인문학 8 : 퇴계이황의 도산서당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인문학

16:00  안동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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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기행

◦ 1박 2일 기준 프로그램 진행 사진

캠핑장 캠핑장

하회별신굿 탈놀이 하회별신굿 탈놀이

하회마을 하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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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하회마을

하회마을 하회마을

하회마을 하회마을

인문학기행

◦ 1박 2일 기준 프로그램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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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교 월영교

전통시장 탐방 전통시장 탐방

전통시장 탐방 전통시장 탐방

인문학기행

◦ 1박 2일 기준 프로그램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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