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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유교와 인문가치
(김경동 교수의 학술 프로그램)

10월 21일(토) 국제회의실 14:00~17:40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각종 비인륜적인 사태는 문명론적 관점에서 성찰을 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방이 월등한 
선진 과학기술문명을 앞세워 세계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던 근대화의 결과는 인간의 도덕률을 무력하게 만든 
문제점을 자아내었음을 서방 지식인들 스스로가 자인하기 시작했다. 미래세계의 새로운 도덕률을 탐색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동방의 사상 중 특별히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유학, 유교의 가르침에서 미래 인류의 
길잡이가 될 인문가치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모임이다.

동아시아 유교의 변화
10월 22일(일) 국제회의실 9:30~12:45

대표적 유교문명권인 동아시아의 삼국은 어떤 방식으로 유학의 교훈을 재해석하고 이를 현실 속에서 새로
이 실천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시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아직은 미
비한 상태지만 한중일 세 나라의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유교적 인문가치의 재생은 어떻게 추구할지를 
물어보고 앞날의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를 공유하고자 한다. 

<미래를 위한 유교와 인문가치>

좌장 김언종 교수 고려대학교

기조강연 김경동 교수 서울대학교

Thomas B. Gold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버클리대학교

이존산李存山 교수 중국공자학회 부회장
중국사회과학철학연구소

조창섭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동아시아 유교의 변화>

좌장 이해영 교수 안동대학교

발표자 주한민朱汉民 교수 후남대학교

안병걸 교수 안동대학교

박규태 교수 한양대학교

토론자 김수경 강사 계명대학교

이병갑 명예교수 안동대학교

김언종 교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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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유교와 인문가치

- Can Confucianism Make a Difference in the Reconstruction of Democracy 

under Threat

김경동 명예교수(서울대학교) ············································································ 12

- Confucian Sociology and Social Order

Thomas B. Gold(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76

- 儒家文化的“常道”与“新命”
李存山(中国社会科学院) ··············································································· 92

- 유학(儒學)이 표방하는 가치와 미래전망

조창섭 명예교수(서울대학교) ·········································································· 106

동아시아 유교의 변화

- 论儒家价值体系及其当代启示
朱汉民(湖南大学岳麓书院) ·········································································· 138

- 儒學에서 본 韓國現代社會의 問題

安秉杰 교수(안동대학교) ················································································ 156

- 현대일본사회의 논어붐과 마코토(誠)

박규태 교수(한양대학교)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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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ong-Dong 

is Professor Emerit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Korea. After he graduat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BA in 
Sociology, he earned his MA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PhD from Cornell 
University. He also taught a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at Raleigh, L'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in Paris, Duke University, KAIST College of Business 
and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nd was Fellow of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in Washington, DC. 

He was President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hair of the Board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ociety, President of the Korea Forum of Volunteerism, 
Co-President of Volunteer Korea, and a Member of the Prime Minister’s Committee for 
Promotion of Volunteering. He also served as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and Dean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published internationally over two scores of books including several in English and 
numerous articles, covering such issues as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industrial 
relations, civil society, volunteering, and community building. His most recent publications 
are Alternative Discourses on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East Asian Perspectives, 
Korean Modernization and Uneven Development: Alternative Sociological Accounts, and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East Asia: Critical Reflections (all from Palgrave 
Macmillan, 2017). 

He was awarded some major cultural prizes for scholarly achievements and recognized in 
international biographical publications including Marquis Who'sWho in the World 2010 and 
Who's Who in the 21st Century, put out by Cambridge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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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 

KIM Kyong-Dong, Ph.D. 

Education : 

1959   BA in Sociology, College of Liberal Arts &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59-1961  MA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1-1962  MA in Sociology,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9-1971  PhD in Sociology (1972), Cornell University 

Academic Career : 

1961-1967 Full-time Instructor, Assistant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1965-1966 Research Fellow, East-West Center, Hawaii, U.S.A. 

1968-1969 Full-time Instru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1-1977 Full-time Instructor,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at Raleigh, NC, USA 

1977-2002 Associate Professo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3-1986 Director,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1987 Fellow,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Washington, DC, USA  

1987-1989   Dean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9 President,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91-1993 Executive Director, SNU Development Foundation 

1991  Directeur Associé (Visiting Professor), l'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Paris, France 

1996, 1998 Visiting Professor, Duke University 

1996 -present Adjunct Professor, 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Duke University 

1999-2007 Chairman of Board, Kore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ociety 

2001-2012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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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present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present Member,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2007-2014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2010-2015 Research Grant for Distinguished Scholars, for International Publication of a 

Book from Korea Research Foundation 

2011-2015 Visiting Professor, KAIST College of Business 

2012. 1 Visiting Scholar, East-West Center, Hawaii, USA 

2013. 1 Visiting Scholar, Academia Sinica, Institute of Sociology, Taiwan 

2015. 8-present Visiting Professor,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wards and Recognitions:  

1993 Grand Prize for Scholarly Achievements, The 19th Joong-Ang Cultural 
GrandPrize, The Joong-Ang Ilbo Daily 

1994 The 5th Free Economy Book Prize, Korea Federation of Industrialists 

1995 Presidential Citation for Meritorious Public Service 

1999 Who's Who in Asia and the Pacific Nations,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Cambridge, UK. 

1999 Twentieth Century Achievement Award: Five Hundred Leaders of Influence, Raleigh, 
NC: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2001 The 16th Sung-Gok Academic Culture Priz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The Sung-Gok Academic Culture Foundation, 

2002 Who's Who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Cambridge, UK.

2002 Okjo Medal for Meritorious Public Service 

2010 Marquis Who’sWho in the World 2010.

2010 Distinguished Alumnus, the Fulbright Korean Alumni Association

2012 Honorable Man from Andong, the City of Andong

2013 The Carbon Culture Grand Prize, the Korea Chemist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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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28th Inch'on Prize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Inch'on 
Memorial Association, DongA Ilbo Daily

2017 The 13th Kyung-Ahm Prize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Kyung-Ahm 
Education and Culture Foundation

Membership in International Associations

1962-present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72-present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1972-present Alpha Kappa Delta (American Sociological Honor Society)

LIST OF PULBICATIONS 

I. Authored Books in English 

2017 Alternative Discourses on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East Asian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Korean Modernization and Uneven Development: Alternative Sociological Accounts.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East Asia: Critical Reflections.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85 Rethinking Development: Theories and Experienc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9   Man and Society in Korea's Economic Growth: Sociological Stud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II. Co-authored Book in English 

2003   The Two Koreas: Social Change and National Integration. Edison, NJ: Jimoondang 
International (with Lee On-J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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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dited Books in English 

2008  Social Change in Korea. Paju: Jimoondang (with Korea Herald).  

2007  East Meets West: Civilizational Encounter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East Asia. Leiden and 

Boston: Brill (with Hyun-Chin Lim).  

2000   Aging in East and West: Families, States, and the Elderl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with Vern Bengtsen et al.). 

1990   Asia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Prospects. Seoul: Panmun Book Co (with Su-hoon Lee). 

1987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Comparative Perspectiv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IV. Book Translated into English 

1991 The Koreans: Their Mind and Behavior. By Kim Jae-Un. Seoul: Kyobo Publishers. 

V. Articles Published in Japanese 

1995  “矛盾した政治意識: 韓國.”  特輯: 擡頭するアシアの中産層. <世界> 616(12): 2-75. 

1988  “韓國の 社會變動と 政治發展.” <國際問題> 345(12月): 31-46. 日本 

國際問題硏究所. 

1982  “アシアの發展における政治的淘太の原理.” <社會學評論> (日本社會學會) 

 33(1):4-15. 

1981  “變化の古典 <易經>の硏究: アシアの勞使關係のより良きモテルの探究.”  

<日本勞動協會雜誌> 269: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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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rticle Published in Chinese

2005   "Modernization and Modernity: An Alternative Approach to Korea's Modernization." World History 
5 (October 15: Beijing, China): 93-101. transl. by Zhāng Dé-ming; proof. by  Jiang Péng. “現代

化和現代性―韓國現代化的別一种觀點.” 張德明 譯, 姜芃 校, < 世界歷史> 第5期 (10月 15日 出

版, 中國 北京): 93-101. 

VII. Article Published in French 

1991  "Confucianisme introuvable, confucianisme retrouve." Espace-Temps (Paris) 45-46:60-70. 

VII.   Articles and Chapters Published or Presented in English outside Korea (since 2000)

2012  "Modernization, Civil Society, and Volunteering: The Role of NPOs. Keynote Address. 2012 

Tripartite International Forum of Civil Society and Volunteerism on More Enhanced Roles  
of Civil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Social Policy. August 22-24, 
Beijing, China.

2007  "Reflections upon the Dilemmas of Civilization: The Wisdom of Yin-Yang Dialectics.: Pp. 
13-33 in Kyong-Dong Kim and Hyun-Chin Lim, eds., East Meets West: 
Civilizational Encounter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East Asia. Leiden: Brill.

2007  "Alternative Discourses in Korean Sociology: The Limits  of Indigenization."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5 (2): 242-257.   

2006  "Political Selectivity and Cultural Respons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North and South Korea Compared." Pp. 151-181 in Goeran Therborn and  
 Habibul Haque Khondker (eds) Asia and Europe in Globalization: Continents, Regions and 
Nations. Leiden and Boston: Brill (with Lee On-J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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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Alternative Modernities Emerging via Selective Modernization: The Case of the Two  
Korea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History of Modernity Reconsidered: East Asian 
Paths and Patterns" at the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ians, Sydney, July 3-9. 

2004  "The Culture of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An Alternative Sociological Approach."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2(3): 458-475.  

2001  "Aging in East and West at the Turn of the Century." Pp. 3-16 in V. L. Bengtson, Kyong-Dong 
Kim, G. C. Myers, and Ki-Soo Eun (eds.) Aging in East and West: Families, States, and 
the Elderly. New York: Springer. (with Bengtson et al.) 

2000  "Cultural Stereotypes of Old Age." Pp.227-242 in V. L. Bengtson, Kyong-Dong Kim, G. C. 
Myers, and Ki-Soo Eun (eds.) Aging in East and West:Families, States, and the Elderly. New  
York: Springer. 

VIII.  Articles and Chapters in English Published or Presented inside Korea

2017  "Is Perfect Democracy Possible?“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mocracy 
in Crisi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rganized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October 20. Seoul.  

2015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the Modernization of East Asia: An 

Alternative Theoretical Explication." Keynote Speech deliver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organiz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ponsored by MK Business News, October 22-23,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4  "Corporate Volunteering in Korea: Current State and Future Tasks." Keynote Speech, 
Korea Forum of Volunteerism. 2014 East Asia Civil Society & Volunteerism Forum, October 
30, Jeonju, Korea. 

2014  “Is Confucianism Still Relevant in the Twentieth Century World?" Keynote Speech.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July 3-6, Andong, Korea.

2012  "Globalization of Andong Studies." Keynote Address. The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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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ong Studies o 'Andong Culture in the Age of Global Village,'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romotion of Korean Studies. June 25. Andong.

2011  "Volunteer Frame and Volunteer Culture."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사회과학연구논총) 
25:141-170 (with Yojin Kim). 

2011  "The Role of the Voluntary Sector of Civil Society in Promoting Co-Prosperity and 
Harmonious Life of Northeast Asia." Keynote Speech, Korea Forum of Voluteerism. 
2011 Tripartite International Forum of Volunteerism, November 16,  Seoul.

2009  “How Are We to Understand Asia? Perceptions and Identities.”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 in the Changing World: Looking Back and Forward,” organiz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ptember 23, Seoul.

2009   “The Myths of ‘Cultural Lag’ in Korean Politics.” Plenary Speech,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09 on “Korea at the Crossroads,” organized b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ugust 20-22, Seoul. 

2008 “Selective Modernization and Alternative Modernities: In Search of an Alternative Theory.” 
Journal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7(2): 105-161.

2005 "Modernization as a Politico-Cultural Response and Modernity as a Cultural Mixture: An 
Alternative View of Korean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Society  34(1). 

2005  “Convergent Adaptations and Divergent Reactions to Globalization as the Extended Process of 
Modernization."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ization and Socio-Cultural 
Chang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organized by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October 21, Seoul.

2003  "Presidential Election and Social change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32(2): 
293-314. 

2002  "Reflections upon the Dilemmas of Human Civilization: The Wisdom of Yin-Yang 
Dialectics." Development and Society 31(2): 189-209. 

2000  “The Culture of Capitalist Development in East Asia." Asian Perspective24(3):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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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oward 'Cultured' Cyberculture: A Civilizational Perspective." Pp. 55-68 in Culture in he    
Cyber Age. The Asia-Europe Forum Report.  Kyongju World Culture EXPO 2000. 

2000  "System versus Lifeworld Discrepancies in Two-Korea Relations." (with LEE On-Jook).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the Reshaping of Inter-Korean Relations: 
Peace, Economic  Development, and Unification." Center for Social Sciences and the   
Unification Foru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14, 2000. 

IX.  Books in Korean

2012 Voluntary Welfare Society: Sociology of Future-Oriented Volunteering and Sharing. Arche.

2010   The Sociology of Christian Community Building: Theory and Practice of Koinonia. Handul..

2007    Civil Society and Voluntary Action: Philosophy and Practical Issues.  Arche. 

2002  Societal Development of Korea. Jimoondang. 

2002  Sociology of the Future. Nanam. 

2000    Is Korea to be an Advanced Society?  Civilizational Reflections.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98  Education in Korea: Sociological Diagnosis and Prescriptions.  Jimoondang. 

1997  Sociology Today. 2nd Rev. Bagyǒngsa. 

1996  Korea Still Has Visions: The Sociology of Vision. Jimoondang. 

1996 Try Once Again with Concentrated Ki.  Seoul: Jimoondang. 

1993 Social Change in Korea. Seoul: Nanam. 

1992    Korean Values and Social Attitudes: Empirical Assessment of Social Change.  Seoul: 

        Bagyǒngsa. 

1991 Toward a Flexible Society. Nanam. 

1989 Sociological Theory and Methodology. Bagyǒngsa. 

1988  The Dialectics of Man and Society. Chosǒn Ilbo Press. 

1988  Sociology of Industrial Relations. Kyǒngmunsa. 

1985  Sociology Today. Rev. Ed. Bagyǒ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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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Modern Sociological Issues. Bǒmmunsa. 

1983  Economic Growth and Social Change. Hanul. 

1982  Korean Society: The 1960s and 1970s. Panmun Book Co. 

1980  Modern Society and the Future of Mankind. Pyǒngminsa. 

1979  Sociology of Development. Munhak-gwa-Jisǒngsa. 

1978  Humanistic Sociology. Minumsa. 

1978  Sociology Today: The Sociological Concern. Bagyǒngsa. 

X.  Co-Authored or Edited Books in Korean 

2010   Social Ethics in Korea: Business, Vocational, and Cyber Ethics. Cholhak Gua Hyonshil (with  

        Yojin Kim). 

2002    Social Change in the Cyber Age. Jimoondang (with Park Kil-Sung et al). 

1999 Socio-Economic Visions of Korean Managerial Elite for the 21st Century. Munhak-gwa-  

        jisǒngsa (with Lim Hyun-Chin et al). 

1998  Understanding Information Society. Nanam(with Kim Won-Dong et al). 

1997 Disaster Management in Japan: The Case of Kobe Earthquak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with Lee Won-Dok et al). 

1995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ial Relations. Hanul (with Shim  Yunjong). 

1992    Nuclear Energy and Local Interes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with Hong Doo-  

        Seung). 

1986    In Search of Korean Social Science Method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with Ahn  

        Chung-Si). 

1986  Social Research Methods. Bagyongsa (with Lee On-Jook). 

1985    One Generation of Change in Korean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with Chung  

       Won-sik et al.). 

1985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with Ahn Chung-Si et al.). 

1984    The Logic of Korean Development. Hungsadan Press (with Chin  Tǒk-Ky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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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Toward a Better Self. Dǒksǒng Women's University Press (with Chung Wǒn-Sik et al.). 

1983    Methods of Social Science Research. Bagyongsa (with Kim  Kwang-Woong et al.). 

1982    Social Science Methodology. Korea Open University Press (with Cha Chae-Ho et al.). 

1979    Modernization: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with Lee  

        Hong-Koo et al.). 

1979    Social Research Methods. Hanguk Learning Materials (with Lee Man-Gap and Han Wan-

        Sang). 

****************************

In addition to the above works, since 1964 up to 2017, spanning a half century, 43 articles 
and chapters in English and over one hundred sixty (160) journal articles and/or book 
chapters and 38 research reports in Korean have been published, in areas covering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social change and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ociology, stratification, sociological theory and methodology, Confucianism and 
religion, education, literatur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city and rural community, 
futures studies, youth, and Americ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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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  

김경동 서울  명예교수는 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서울  사회학 학사학위 취득 후 
미시간 학교에서 석사, 코넬 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 다. 롤리에 소재한 노스캐롤라이
나주립 ,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듀크 , 카이스트 경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학원 학교에서 강의를 한바 있으며 워싱턴DC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센터 연구원을 역
임한 바 있다.

김경동 교수는 한국사회학회 회장, 한국정보사회학회 이사회 위원장, 자원봉사포럼 위
원장, Volunteer Korea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

다. 김 교수는 서울  사회학회 회장, 사회학기획·조정단장을 역임한바 있다.

김 교수는 또한 문 저서를 비롯한 20여권이 넘는 저서를 전 세계 독자를 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현 화, 개발, 노사관계, 시민사회, 자원봉사, 지역사회 구축을 핵심 주
제로 저서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저서로는 현 화 및 개발의 안담론, 동아시아적 관점·
한국의 현 화와 불균형 발전, 안적 사회학담론, 동아시아 유교 및 현 화, 비판적 성
찰 등이 있다.(전 도서 인용 팰그레이브 맥 란 2017)

김경동 교수는 학술적 성과 및 공로를 인정받아 주요 문화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의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2010’, ‘후즈후 21세기’를 비
롯한 주요 인명사전에 등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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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김경동 박사

학력: 

1959 서울 대학교 사회학 학사 졸업

1959-1961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61-1962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69-1971 코넬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1972)

경력: 

1961-1967 서울여 임강사, 조교수

1965-1966 미국하와이 대학 동서문화센터연구원

1968-1969 서울 문리 임강사

1971-1977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977-2002 서울 사회학과부교수

1983-1986 서울 사회과학연구소장

1986-1987 미국워싱턴 DC,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교수

1987-1989 서울 기획실장

1989   한국사회학회회장

1991-1993 서울대 발전 재단 소장

1991   랑스사회과학 학원(EHESS) 빙교수

1996, 1998 미국듀크 대학교 빙교수

1996- 재 미국듀크 대학교아·태연구소겸임교수

1999-2007 정보사회학회 이사장

2001-2012 KDI국제정책 학원 빙교수

2002-현재 서울 학교 명 교수

2002-현재 한국 국립과학원 회원

2007-2014 실천신학 학원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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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제 출판 부문, 저명한 학자를 위한 연구 지원금 

수상

2011-2015 KAIST경 학 초빙교수

2012. 1월 미국하와이대학 초빙교수

2013. 1월 만 앙연구원아카데미아시니카 초빙교수

2015. 8월- 재 경희대학교 대학원 평화학초빙교수

수상내역:

1993 제19회 앙문화 상 앙일보학술 상

1994 제5회 자유경제출 문화상,전국경제인연합회

1995 공공부문 기여 대통령 표창

1999 영국국제인명록센터가발간한아시아태평양국가인명록에등재

1999 미국인물연구소선정한 20세기500인의 향력있는지도자로 선정

2001 제16회성곡학술문화상인문사회과학부문, 성곡학술문화재단

2002 영국국제인명록센터가발간한 21세기 아시아태평양국가인명록에등재

2002 옥조근정훈장

2010 마르퀴스후즈후인더월드

2010 풀 라이트자랑스러운동문상'

2012 자랑스러운 안동인 상

2013 제1회탄소문화상대상,대한화학회

2014 제28회인촌상인문사회분야, 재단법인인촌기념회및동아일보사

2017 제13회경암상인문사회부문,경암교육문화재단

국제협회소속

1962-현재 미국사회학회

1972-현재 국제사회학회

1972-현재 알 카 델타(미국사회학명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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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 활동 내역

1. 영어 책 저서

2017 현대화와 발전에 대한 대안적 담화: 동아시아의 관점. 런던,뉴욕: 팰그 이 맥 런.

2017 한국의 현대화와 불균형 발전: 사회학의 대안적 해석. 런던,뉴욕: 팰그 이 맥 런

2017 동아시아의 유교와 현대화: 비판적 성찰. 런던,뉴욕:팰그 이 맥 런

1985 다시 생각해보는 발전: 이론과 경험. 서울: 서울 학교출 부

1979 한국 경제 성장에서의 인구와 사회: 사회학 연구. 서울: 서울 학교출 부

2. 영어 책 공동 저서

2003 두 개의 한국: 사회적 변화와 국가 통합. 에디슨,뉴저지: 지문당 인터네셔널(공동저자 이온죽)

3. 영어 책 편집

2008 한국의 사회적 변화.파주: 지문당 (코리아 헤럴드 공동작업).

2007 동서양의만남: 동아시아의문명 조우와자본주의의정신.라이덴과 보스턴: (임현친 

공동작업).

2000 동서양의고령화: 가족, 국가, 노인. 뉴욕: 스프링거 출판사(베른벵센 공동작업). 

1990 21세기아시아: 도 과 망. 서울:판문 북(수훈리 공동작업). 

1987 한국개발에서의의존성문제: 비교적 . 서울:  서울 학교출 부

4. 영어로 책 번역

1991 한국인: 마음과행동.김재은 저술. 서울: 교보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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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어로 출판된 논문

1995 “矛盾した政治意識: 韓國.” 特輯: 擡頭するアシアの中産層. <世界>616(12): 2-75. 

1988 “韓國の社會變動と政治發展.”<國際問題> 345(12月): 31-46. 日本 國際問題硏究所. 

1982 “アシアの發展における政治的淘太の原理.”<社會學評論> (日本社會學會) 

33(1):4-15. 

1981 “變化の古典<易經>の硏究: アシアの勞使關係のより良きモテルの探究.”

      <日本勞動協會雜誌> 269: 40-51. 

6. 중국어로 출판된 논문

2005 "근 화와근 성: 한국근 화에 대한 대안."세계사5 (10월 15일: 중국,베이징): 

93-101. 장드밍 번역, 지앙핑검수“現代化和現代性―韓國現代化的別一种觀點.”張德

明譯, 姜芃校, <世界歷史>第5期(10月15日出版, 中國北京): 93-101.

7. 프랑스어로 출판된 논문

1991 "Confucianismeintrouvable, confucianismeretrouve." Espace-Temps(Paris) 45-46:60-70. 

8. 국외에서 영어로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장 (2000년 이후)

2012 “ 화, 시민사회, 자원 사: NPO의역할”기조연설.사회정책변화에따른시민사회 

역할 강화에 한2012 시민사회및자원 사국제포럼, 2012년 8월 24일, 국베이징. 

세계사 5

2007 “문명의딜 마에 한고찰: 음양변증법의지혜”: 김동경, 임 친13-33쪽 저술, 동서양의만남: 

동아시아의문명 조우와자본주의의정신.라이덴: 릴.

2007 “한국사회학의 안적담론: 현지화의 한계".사회과학 아시아저널35 (2): 242-257.

2006 “근대화과정에서의정치적선택성과문화적대응,세계화: 남한과북한비교. “고란테르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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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1쪽,하비불하크콘드커, 세계화의아시아와유럽: 륙, 지역 라이덴과보스톤: 

(이온옥공동 작업).

2005 “선택 근 화를통한 안 성발 : 남북한사례 "워크 에서발표한논문, 

     “ 성의역사재고:동아시아길과양상”, 7월 3일부터 9일까지시드니의

     제20회국제사학자 회의에서발표.

2004 “한국산업 계에서의문화: 사회학적대안”.사회과학 아시아저널32(3): 458-475.

2001 “세기의변화에  동서양의노령화” 3-16 쪽벵트손, 김경동G. C. 마이어스, 은기수공동 술. 

동서양의고령화: 가족, 국가, 노인. 뉴욕: 스프링거 출판사(베른벵센 공동 저술)

2000 “노년에 대한 문화적 편견”227-쪽벵트손, 김경동G. C. 마이어스, 은기수공동 술 

동서양의고령화: 가족, 국가, 노인. 뉴욕: 스프링거 출판사(베른벵센 공동 저술)

9. 국내에서 영어로 출판된 논문이나 장 

2017 “완벽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기조연설,“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기조 연설, 한국 과학 기술원 주관, 10월 30일 

서울에서 개최.

2015 “동아시아근대화의자본주의형성과발전:대안적이론설명”기조연설, “아시아의자본주의와

     자본주의 : 기원, 공동성및다양” 에관한컨퍼런스에서국제기조연설.서울대학교아시아 

센터및한국사회과학연구회위원회가주관하고MK 비즈니스뉴스가후원한 2015년 10월 

22-23 일서울대학교에서개최.

2014 "한국기업의자원봉사: 현황과미래의과제" 기조연설, 한국자원봉사포럼. 2014 

     동아시아시민사회및자원봉사포럼, 10 월 30 일전주에서 개최

2014 “20 세기에여전히 유교는 관련성이 있나?”기조연설. 21 세기인간가치포럼. 

      7월 3-6 일안동에서 개최

2012 “안동연구의세계화”기조연설.안동연구 및“지구촌 시대의안동문화'에 관한 

     2012년국제회의, 한국학진흥원주관 6 월 25 일안동에서 개최

2011 “자원봉사의프레임과자원봉사의문화.”이화사회과학저널(사회과학연구논총) 25 : 

     141-170 (김요진공동 저술)

2011 “공동번영과 동북아시아의조화로운삶을위한시민사회의자발적역할”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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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봉사 포럼, 2011 국제 자원봉사 포럼, 11월 16일 서울에서 개최

2009 “우리는어떻게아시아를이해할수있는가? 인식과정체성 기조연설,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아시아:과거와 미래, 서울대학교아시아센터,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 서울에서 9월 

23일개최

2009 “한국정치에서의 '문화적지연'이라는 신화”총회 연설,“교차점에 높인 한국”에 관한 

한국 정치 사회 2009년 총회,한국 정치사회협회 주관 8월 20-22일 서울에서 개최.

2008 “선택적근대화와대안적근대성: 대체적 이론을 찾아”, 한국 국립과학원 저널: 

인문학과 사회 과학 47 (2) : 105-161.

2005 “정치문화 응으로서 화와문화 혼합으로서의 성:한국근 화에 대한 안

견해”개발과사회 34 (1).

2005 “ 화의확대과정으로서의세계화에 한융합 응과각기 다른 응”기조연설, “비

교적 관점에서 바라본세계화와사회및문화 변화"에 관한 국제회의, 한국사회학회

주 10 월 21 일에서울에서 개최.

2003 “한국의 통령선거와사회적변화”발전과사회 32 (2):293-314.

2002 “문명의딜 마에 한고찰: 음양변증법의지혜”발전과사회31(2): 189-209. 

2000 “동아시아의자본주의발 문화”,아시아 관점 24 (3) : 5-21.

2000 “사이버문화배양을 향해: 문명적시각”, 사이버 시대의 문화 55-68쪽, 아시아 - 

유럽포럼보고서. 2000경주세계문화박람회.

2000 “남북관계에서시스템대실제 세계불일치."(이열국 공동 저술). “남북관계의재구성:평화, 

경제개발, 통일”에 관한 국제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사회과학 센터 및 통일 포럼, 

서울 학교에서 2000 년 12 월 14 일개최

10. 한국어 책 저서

2012 자발 복지사회, 미래지향 자원 사와나눔의사회학, 아르

2010 기독교공동체운동의사회학, 코이노니아(Koinonia)의이론과 략, 한들

2007『 변하는시 의시민사회와자원 사: 철학과과제』. 아르

2002 한국 사회발전론. 지문당

2002 미래의 사회학. 나남

2000 선진한국,과연 실패작인가?문명론적 성찰.삼성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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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한국 교육의사회학적 진단과 처방.지문당

1997 현대의 사회학. 2판 박영사. 

1996 한국사회는 여전히 비전이 있나: 사회학 비전. 지문당. 

1996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시도 서울: 지문당. 

1993 한국사회 변동론.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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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oday, there is a mysteriously grim mood surrounding the problems encountered by 
democracy, which is shared by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This is so in spite of some 
apparently optimistic developments in the global political scenes, with more than eighty 
countries making transitions to democracy, during the so-called the "third wave" of global 
democratization in the past four decades (Diamond and Shin, 2014: 1; Huntington, 1990). 
Countering this brighter view, however, more than twenty-five democracies have failed 
around the world, three of them in Europe (Russia, Turkey and Hungary), in the last 
decade or so. We also know the Arab Spring did not flourish, except in Tunisia (Luce, 
2017: Kindle Locations 142-144).

Just to demonstrate the general sense of "crisis" of democracy today, the following 
samples of words uttered by those critics should suffice: democracy under siege, 
degeneration, come into question, on the retreat, closer to collapse, facing its gravest 
challenge, people have lost faith (Luce, 2017); multiple failures of democratic governments, 
decline of the great democratic institutions (Gurri, 2014); democracy in this age represents a 
sham (Held, 1996: 235); 'dysfunctions' conducive to the rise of 'anomic democracy' and 
democracy unnatured by its excess (Crozier et al., 1975 as cited in Papadopoulos, 2013: 1); 
a degradation of its substance, hollowing out of democratic politics--democratic deficit, 
degradation of democratic quality (Papadopoulos, 2013), draining democracy, and 
democracies under threat (Time 2017a), and liberal democracy eroding (Time 2017b). 

II. The Problems of Democracy Today

In human civilizations, there are always some discrepancies between ideal and real. This 
may be also true to democracy. And for a scheme to analyze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democracy, I am referring back Abraham Lincoln's synoptic yet profound 
conception of democracy :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1. Government of the People

In the Western liberal theory of democracy, the meaning of "government of the people" has 
been conceived primarily as an abstract notion of "sovereign people" as the source of 
legitimacy of the state power, often examined in terms of such issues as democratic 
sovereignty, political autonomy, self determination, democratic individuality, political privacy, 
the will of the people, popular empowerment, majority rule, and the like. Still, however, 
the field of studying democracy has not yet resolved the controversies over these words. 
This may be because they are overly abstract, hard to figure out in more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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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implications. In this regard, political scientists have conceived the system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allowing extensive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 diverse forms 
of political affai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m" (Dahl, 1989, as cited in Held, 1996: 310). 
In other words, the central feature of the people's government must mean that the people 
themselves should be able to make important decisions without any intervention from any 
forces. But in reality it is not the people but somebody else that is actually making such 
decisions. "Relations with citizens are important as a source of legitimacy for the elites, but 
in reality, citizens do not count much" (Crouch, 2004 :112, cited in Papadopoulos, 2013: 
228). Even Max Weber thought that the idea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is quite 
simplistic (Held, 1996: 169).

To make sense of this notion of government of the people, we should now ask 
what we mean by "the people," or "Who are the people?" Plainly put, in the democratic 
polity, they are citizens, but at once they are "subjects" of the state, too. And yet, as the 
following quote relates,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people. It is a useful fiction. In 
another flight of wit, Brecht once said: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But where does 
it go?'" (Luce, 2017: Kindle Locations 1019-1023). In the history of Western democracy, it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the abrogation of privilege,..its cause was the 
liberation of a commercial middle class from domination by a landholding aristocracy" 
(Laski, 2015: 49). As time elapsed, this liberation has been extended to the general 
populace with the attribution of "universal suffrage" which in principle bestowed freedom 
and equality to all people with sovereign rights.

At this juncture, the question arises as to who those people in reality are. It is 
generally conceived as the mass, the multitude of individuals in some social-political units, 
the common people, and ordinary people. These terms have been conceived either in 
negative connotations, for example, as a sheep in need of a shepherd (Gurri, 2014: Kindle 
Locations 203-207), or as heroic individuals resisting arbitrary or tyrannical action of the 
state (Bermeo, 2003: 7-11). Either way, it is remarkable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democracies in today's world does not lie on ordinary people but on the 
elites who are incapable, power-hungry, and ignorant of public opinions. But the dense 
network of civil society filled with ordinary people tend to prevent radical polarization 
(Bermeo, 2003: 227). 

The major source of the failure lies in the economic stagnation leading to the 
disappearance of fruits the growth may have reaped, which are still monopolized only by a 
fortunate few. Then the public, especially the most hurt backbone of liberal democracy, the 
middle class, is losing its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to an all-time low. Because the 
politics of interest group management in the form of messy deals between competing 
interests now turn into a zero-sum battle over declining resources, it leads to stark and 
growing inequality (Luce, 2017: Kindle Locations 160-165).This is the crux of the West’s 
crisis with societies split between the will of the people and the rule of the experts or the 
club of self-serving insiders" (Luce, 2017: Kindle Locations 1449-1450).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ublic now turns their rage towards the ruling elite or the dominant 
minority bursting out into street demonstrations, rallies, sit-ins and candlelight vigils, with 
very little leeway beside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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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hazard to healthy democracy at such a point is the rise of populist 
politics, taking advantage of this explosive public outrage to agitate them to stand by its 
side. The trouble, however, is that the true-believer populist opposed to the elites loses 
patience with the rules of the regular democratic game (Luce, 2017: Kindle Locations 
1676-1677), and also becomes an enemy of pluralism and hence of democracy itself. 
Because without a plural society democracy not only loses its foundation (Luce, 2017: 
Kindle Locations 1682-1683). but also this upsurge of populism is the growing belief in an 
authoritarian version of national destiny, staging a powerful comeback, eventually placing 
"Western liberalism ...under siege" (Luce, 2017: Kindle Locations 130-131). 

 

2. Government by the People

This leads us to the second issue of "government by the people." In essence, this has to 
do with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very process of decision-making that affects their 
livelihood and well-being. No doubt, direct participation without any intervening agent 
between the people and those who run government or the personnel constituting public 
authority would be ideal. Unfortunately, however, in today's mass society, this is plainly 
impossible. Delegation of the people's sovereign power to certain representative bodies 
legitimized by the people through elections becomes necessary to let them make those 
decisions on behalf of the people. Because of the liberal theory of sovereignty, autonomy, 
and equality of the individual citizen, the election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one 
person, one vote" principle, and the result of elections is to be accepted or rejected by 
majority rule. That is the gist of the formal framework of the so-called representative 
democracy framed by the liberal democratic theories and practiced by most of the formally 
democratic nations adhering to the belief in government by the people (Held, 1996).

Once you have free universal elections regularly, it is ordinarily assumed, 
democracy is attained. This, however, is found to be a very precarious presupposition in 
the real world of realpolitik. Already in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prominent social thinkers like Max Weber, Schumpeter, and Laski, noted in different terms 
that democracy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generate and legitimate leadership "has at 
best a most tenuous relation to classical meaning of democracy: 'rule by the people' (Held, 
1996: 179-180). Thus, Schumpeter quickly pointed out (Schumpeter, 1976: 284-285, as cited 
in Held, 1996: 180, with emphasis added by Held):

democracy does not mean and cannot mean that the people actually rule in any obvious sense of the terms 
'people' and 'rule'. Democracy means only that the people have the opportunity of accepting or refusing the men[ s i c ] 
who are to rule them...Now one aspect of this may be expressed by saying that democracy is the rule of 
the politician.

In the processes of elections, two categories of people are involved, the candidates 
running for office and the electorate. The nature of the electorate was already examined in 
the review of ordinary people as voters. Only some dissection is needed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s and their institutions of representation. But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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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ition of the electorate remains highly unsatisfactory" because "it is free only at 
election-time, that freedom is but the prelude to a new domination" (Laski,2015: 75). The 
reason for this defect, though, may not lie in the electorate especially in this age of the 
tsunami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and the general rise of level of education among 
the people. Rather it is the widespread apathy toward politics mainly owing to the lost of 
trust by the general public of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actual practice of election 
campaigns, and the their consequences that we should pay closer attention to.

Among many problems, according to some critics like Laski (2015: 79), the very 
democratic processes of election "multiply the chances that the mediocrity will emerge." 
Moreover, the legislatures of the modern state are in an unsatisfactory condition..that they 
have no time for the adequate discussion of any single legislative project. They are so 
driven by the pressure of party control that the private member has, for the most part, 
been reduced to the status of a voting machine." And for the renewal of their mandate, 
they are largely preoccupied with the need for re-election or have to submit to various 
pressures to maximize their chance of staying in office (Laski, 2015: 77-78). Then, in the 
practical side of the whole process of election campaigns, there are numerous problems of 
electioneering, including campaign financing, the negative campaign techniques of a whole 
variety, the general lack of sufficient knowledge of the candidates on the part of the voters, 
or even the general sense of dismay with the unsatisfactory credentials of the candidates, 
which leaves the electorate with no choice but to cast the ballot to the next worst 
candidate. This will affect the quality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tself.

As the elections are over and the new legislature is formed as the representative organ 
of the state, its members now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in policy 
formations through political parties they belong to. A recent study makes an articulate 
analysis of the changes and challenges facing the existing democracies of the West asking 
such questions as "Do citizens have meaningful opportunities to exercise power?" and "How 
much control do politicians have over policy-making?" (Papadopoulos, 2013: back cover), 
and concludes that "the influence of democratic politics on political decisions has been 
weakened" (Papadopoulos, 2013: 1-2). And the main forces that have come to interfere with 
the genuine political decisions made by the legislature and the consequences of such 
intervention have been summarized in the newly coined terminology. Omitting those new 
vocabularies, the implications only are introduced here: 1)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 of party leadership; 2) increased power and influence of the media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  the people as mere audience, creating a gap between 
mediatized front-stage politics and back-stage policy making; 3)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ooperative policy-making with the very active and aggressive involvement on the part 
of divers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4) empowering the citizen or the customer whose 
voice is growing to be louder and radical in collective behavior; and 5) limits to majority 
rule by the intervention of various public agencies outside the regular administrative 
apparatus and the judiciary sector trying to make their voice heard. The message in essence 
is that not only the people as the sovereign agencies but also their representative orga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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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re constantly losing power to make right kinds of decisions under these 
formidable transformations (Papadopoulos, 2013).  

In general, it depicts the increased role of the unelected bodies in decision- or 
policy-making that are not democratically accountable, "the role of elections as the core 
accountability mechanis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further weakened" and the role of 
the partisan representative circuit is declined (Vibert, 2007 as cited in Papadopoulos, 2013: 
4, plus 220-221). In very complicated ways,  the core problems are the shrinking role and 
power of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are "'squeezed out,' 
as the economically powerful continue to use their instruments of the influence." In what is 
referred to as post-democracy, "virtually all the components of democracy survive," yet, 
"many citizens have been reduced to the role of manipulated, passive, rare participants" 
(Crouch, 2004: 5, as quoted in Papadopoulos, 2013: 228). 

3. Government for the People

One outstanding feature of these transformation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s that they 
generally induce technocratization of policy making, largely by the disproportionate 
involvement of oligarchic power, which has simply substantiated the proposition that 
"initially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was alien to democracy" (Manin, 1997 as cited in 
Papadopoulos, 2013: 232). Technocratization of decision-making by oligarchy reflects social 
and cultural inequalities which in turn affect political participation because then 
decision-making in representative politics can hardly mirror the plurality of social values 
and interests adequately. Thus, this form of decision-making yields various "unbroken 
promises" of representative democracies. Here r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representative government can do for the people. In this type of policy making by 
technocratic elites, voters or people do not really count much because "votes count, but 
resources decide" (Rokkan, 1966: 105, as quoted in Papadopoulos, 2013: 233). 

One way of characterizing these trends in contemporary representative democracies is 
"a symptom of the divorce between the sphere of politics and the sphere of policy-making" 
or in more down-to-earth terms, the gap between front-stage of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which are more exposed and visible yet actually losing its substance, and back-stage politics 
of technocratic policy-making largely invisible to the public (Papadopoulos, 2013: 235). The 
issue of accountability falls on the shoulders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s. And yet,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legislatures lose their pivotal role and a degradation of democratic quality 
takes place back-stage (Papadopoulos, 2013: 235). 

Under the circumstances, citizens increasingly reserve their party loyalty, some 
becoming more actively critical, whereas others feel dispossessed from their political 
influence and come to distrust politicians. And on the way to successful campaigns to elicit 
votes, a vicious circle of political distrust works, "in which an inflation of promises in the 
field of competitive politics leads to an expectations gap; this gap leads to disenchantment 
among the public with political performance and to low trust for politicians...this kind of 
spiral effect mainly eroded respect for politics and politicians,...spillover effects affect more 
generally and more deeply the foundations of democratic legitimacy" (Papadopoulos, 2013: 
232, 240). And this problem of low trust by the people is shared by many nations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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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Because trust is the glue of a successful free society, that is most desperately 
needed in today's democratic polity (Luce, 2017: Kindle Locations 2023-2024). In short, if 
the people cannot trust their representatives who are constantly losing their power and 
accountability, and failing to deliver on equality, social justice, full employment, economic 
growth, cheap apartments, happiness, and a meaningful and satisfactory life, this may drive 
the public to the edge of rejec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s it is actually practiced. 
This may even trigger a "revolutionary impulse fueled by strangely personal utopian 
expectations" Gurri, (2017: Kindle Locations 4565-4569).  

But there are two newly emerging forms of response from the public challenging 
authority of the existing established order not only in the public domain but in the various 
segments of civil society. And they are sort of renewed civic movements of the citizenry 
appearing as Tea Party or Town Hall meetings in politics and Occupy Wall Street in the 
civil society sector, on the one hand, and the revolution in social media communications 
technologies, on the other. Not only the volume of information has astronomically swollen, 
but more importantly it has transformed information consumers into producers who now 
could create and disseminate the vast majority of new information existing in the form of 
big data to challenge the established system of grand hierarchies of power and money and 
learning (Gurri, 2014). It is in these forms that we may find the channel of directly 
expressing the will of the people and open the avenue for a genuin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political arena. We might want to keep a close eye on 
this possibility for the future of renewed democracy. Nonetheless, I cannot go on discussing 
this possibility for my objective is to search for some remedies to those ills from another 
angle, Confucian thoughts. 

III. How about Confucianism? 

Considering all thos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current form of liberal democracy, the 
ideal of government of, by, and for the people, may need to be fundamentally re-examined 
and reconstructed. In this connection, we may venture into some non-Western sources of 
socio-political thoughts which may reorient our basic thinking about democracy from the 
scratch. And one of such cultural sources could be Confucian teachings. No doubt, you 
could also resort back to the original ideas of democracy proposed and practiced in Ancient 
Greek city states and the enlightening thoughts of Plato, Aristotle, and others. Nonetheless, 
since the main topic of this gathering where the present work is delivered happens to be 
Confucianism for the future human values, I dig into Confucian thoughts seeking wisdom 
for renewed democracy for the future destiny of humanity.

1. Why Confucianism? 

In 1994, a conservative think-tank,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eld a seminar 
to deal with the question “Was Western Civilization a Bad Idea?” And in this 
gathering, Michael Novak (1994) said that “the West had already resolved two of 
the three great ideological battles of this century” and added that "W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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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emocracy is a better form of government than dictatorship and that capitalism 
is a more just economic system than socialism. Now the question confronting us is, 
by what morals should we live? This is the battle for the future."

To our chagrin, according to the earlier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scene of 
political-economy unfolding in the world, we could not readily concur with Novak's 
optimism. We not only may have to grapple with the problem of morals but also 
the "draining" of capitalist democracy. And this sense of urgency with a pessimistic 
tone has been expressed by another observer introduced above. Luce (2017: Kindle 
Locations 133-137), for example, had this to say: "Material conditions may improve. But 
humanity’s moral condition is constant...humankind’s moral progress is a question that can 
never be settled... there is no single model of how to organise society." Let me add one 
more remark, this time by a journalist, commenting on the recent ultra-nationalist uprisings 
depicted as "Hate in America," Nancy Gibbs, editor-in-Chief of Time magazine, declared: 
"The country would have to look elsewhere for moral leadership and practical guidance" 
(Gibbs, 2017: 22). 

Reflecting on these gloomy sentiments, I would not dare insist that Confucianism is the 
answer to the moral questions encountered by today's democracy. I am simple trying to 
offer some modest yet decent option to ponder upon seriously for the renewal of 
democracy. And I believe Confucianism may provide such an option. In fact, one of the 
most outstanding features of Confucianism is its unusually sturdy moral tones in their 
thoughts on human social existence. However, before we go into the discussion of that 
alternative, one very important basic difference should be clearly indicated. And that is, 
Confucian political ideas were formulated on the premise that the state was ruled by a 
monarch with almost absolute monopoly of power to govern it. In contrast to the modern 
democratic theories originated in the West, which contains only the people as its members 
anyone of which may become ruler in theory, in the Confucian version there were two 
categories of the ruler and his subjects, the people. Therefore, good governance morally 
righteous and benevolent to the people was a matter of concern and responsibility only of 
the ruler, and the people were only to be his good subjects. This kind of hierarchical 
division of course does not exist in a democratic polity that we know of. 

With that much of basic premise, notwithstanding, there are certain significant elements 
of the polity in Confucian teachings that suggest useful guidance for our search for ideas 
and measures to renew democracy for the future. In this effort, I am going to rely upon 
two versions of Confucian thoughts, one which is more ancient in time and hence relatively 
more traditionally cosmological-moralistic in orientation, and the other proposed in the early 
modern era with some important revisions of the earlier ideas. And from now on the ruler 
will be occasionally replaced by the state or government.  

        

2. Government for the People, First and Above All

While in Western theory of democracy,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is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tic polity, and hence the notion of "government of the people" is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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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n for grant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places the 
primacy of the people as the foundation and root of government and contains a 
people-centered thesis (minbon; 민본, 民本). Therefore, the raison-d'être of government lies 
in the wellbeing of the people; government exists for the sake of the people (wimin; 위민, 
爲民). This idea was expressed by Mencius who stressed the primary importance of the 
people for the state,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ruler or territory (Chan, 1973: 62). In 
the words of Mencius, "The people are of greatest importance, the altars of the soil are 
next, and the ruler is of least importance" (de Bary and Bloom, 1999: 156). This is 
because moral power is inherent in everyone's nature, every individual being "complete in 
himself." To him, every individual can become a sage and everyone is equal to everyone 
else. In short, therefore, for Mencius, peopl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government 
(Chan, 1973: 50; Chang H.-G., 2014).

Why is that so, one could ask. In the ancient Confucian doctrine, Heaven begets the 
people and that is why humans have moral nature endowed from Heaven. Heaven in 
Confucian philosophy means several things ranging from the Universe and Nature in 
cosmological sense, the source of life for the myriad of living beings, the standard giver 
for the order in nature and human society as well as the universal power endowing human 
nature in the metaphysical sense, and the source of moral-ethical nature of human beings in 
the axiological sense (Chan, 1973, 78-79; Fung,1983: 129; Kim k.-D., 2017b). To 
understand the theory of human nature by Mencius, the basic philosophical premise of 
holism is useful, which assumes that all things (literally, "ten thousand things" in Chinese 
expressions) form one body. In this view, the individual becomes one with the whole of 
the universe (or Heaven), and the spirit of the individual has originally been one with the 
spirit of the universe. Thus, the mid of the people is originally endowed from the mind of 
Heaven. And Heaven being the idealistic whole, human nature is also originally good. 
According to Mencius, therefore, "he who has exercised his mind to the utmost, knows his 
nature (hsing). Knowing his nature, he knows Heaven. To keep one's mind preserved and 
nourish one's nature is the way to serve Heaven" (Fung, 1983: 129-130).             

As such, Heaven also naturally intervenes in the affairs of the state and governance. To 
begin with the question of who becomes the ruler by what force, in the theory of Mencius, 
the status of ruler is given, conferred by the Mandate of Heaven which of course coincides 
with the will of the people. Mencius's discussions of matters of state draw on historical 
memory, reclaiming the moral aura of a time before the dynastic era, "when rulers were 
selected on the morally compelling basis of merit rather than the less reliable basis of 
heredity." Much of his ideas had to do with "the moral authority that they wielded by virtue 
of their having gained the empire through the will of Heaven as signaled in the willingness 
of the people" (de Bary and Bloom, 1999: 115). Because Heaven gave the empire or the 
throne to the emperor on the moral basis, the ruler is now the Son of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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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n is the ruler chosen? In this process, we see the involvement of the Son of 
Heaven, Heaven, and the people. First, the Son of Heaven can present a candidate to 
Heaven, and if Heaven accepts him for his moral rectitude, then the Son of Heaven shows 
him to the people and put him in charge of affairs, affairs were well managed, and the 
hundred surnames, i. e., the people, were at peace feeling satisfied. This means that the 
people accept him, then the candidate becomes the Son of Heaven because Heaven gave 
the empire to him and because the people also gave it to him. And the "Great Declaration" 
said, "Heaven sees as my people see; Heaven hears as my people hear" (Chan, 1973: 
77-78; de Bary and Bloom, 1999: 144). When Mencius mentioned that the people are the 
most precious elements of the state, he said that this is "why one who gains the allegiance 
of the peasants will become the Son of Heaven" (de Bary and Bloom, 1999: 156-157). 
This is so because the mind of people is the mind of Heaven, and the will of the people 
is the will of Heaven. And it is according to the Mandate of Heaven that the son of 
Heaven is selected. 

The importance of the people may be understood in other terms as well. It is in 
respect to the importance of the confidence or trust of the people for government. 
Confucius is quoted to have said the following when asked about government by his 
disciple Tzu-kung (Chan, 1973: 39; de Bary and Bloom, 1999: 55-56):

Confucius mentioned what you need for government is sufficient food, sufficient armament [military force], 
and sufficient confidence [trust] of the people. Tzu-kung asked again, "What if you have to get rid of one of 
these three, which of them should go first?" And the reply was "the military." Tzu-kung pursued the 
questioning, "What if you are now forced to dispense with one of the remaining two, which would you a b a n d o n 
first?" Now, Confucius' answer was "food." And then he added that no state can exist without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The next question that follows from the discussion above would be what government 
should do for the people or what the ruler is expected to do for the people in what 
manner. Referring back to the potent idea of the Mandate of Heaven, "Mencius maintains 
that Heaven oversees a kind of overarching moral order in which it is given to rulers to 
rule for the sake of the common people, with the object of achieving their well-being and 
prosperity" (de Bary and Bloom, 1999: 115). This in a way summarizes the essence of 
ancient Confucian conception of government for the people, "their well-being and 
prosperity." But we also need to consider more general ideas of government for the people 
from Confucius and down the ages.

The first principle of government stressed in Confucian thoughts is "government by 
virtue" as suggested by the Master as he said, "A ruler how governs his state by virtue is 
like the north pole star, which remains in its place while all the other stars revolve around 
it" (Chan, 1973: 22). How then is government by virtue is realized? Confucius said, "To 
govern (cheng) is to rectify (cheng). I you lead the people by being rectified yourself, who 
will dare not be rectified? (Chan, 1973: 39). Written in Chinese ideogram, the first c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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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refers to governing, whereas the second cheng (正) stands for being correct and 
righteous, in other words, rectified. This is based on the very salient doctrine of Confucius 
that is synoptically yet very impressively expressed in his words as follows: When Duke 
Ching of Ch'i asked Confucius about government, Confucius replied, "Let the ruler be a 
ruler, the minister be a minister, the father be a father, and the son be a son" (Chan, 
1973: 39). This sentence succinctly declares the doctrine of "rectification of names" by 
Confucius. 

This doctrine is explained by the Master himself in the following words (Chan, 1973: 39):

If names are not rectified, then language will not be in accord with truth. If language is not in accord with 
truth, then things cannot be accomplished. If things cannot be accomplished,...then punishment will not be just. If 
punishments are not just, then the people will not know how to move hand or foot. Therefore, the superior man will 
give only names that can be described in speech and say only what can be carried out in practice. With 
regard to his speech, the superior man does not take it lightly. 

   

In other words, this doctrine emphasizes sincerity or seriousness (ching, 誠) on the part 
of the ruler to set himself right so that people will follow him without his command, for 
"if you desire what is good, the people will be good...The character of a ruler is like wind 
and that of the people is like grass. In whatever direction the wind blows, the grass always 
bends" (Chan, 1973: 40). Then, in the practice of government, what is the ruler's main 
concern? To Confucius, it was security and peace of the people in the following way: "I 
have heard that those who administer a state or a family...worry about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They do not worry about poverty, bur worry about the lack of security and 
peace on the part of the people. For when wealth is equally distributed, there will not be 
poverty;...and when there security and peace, there will be not danger to the state" (Chan, 
1973: 44-45).

When it comes to Mencius, it is "humane government" or "benevolent government" that 
is strongly advocated. In fact, he was the first Confucianist to use that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government. He vigorously opposed righteousness to utility, advantages, and profit. 
He wanted to overcome the "way of despot," or the way of forces, by the "kingly way," 
or the way or moral power  (Chan, 1973: 50).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humaneness 
in governance, he declared that "It has happened that one who is not humane has gained 
control of a state but not that one who is not human has gained control of the empire as 
a whole" (de Barry and Bloom, 1999: 156).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humane 
government has that "If the ruler is humane, everyone will be humane. If the ruler keeps 
to rightness, everyone will keep to rightness" (de Barry and Bloom, 1999: 141). In the 
words of Mencius, if the ruler enjoys with the people taking part in their joy, the people 
will also partake of the joy of the king as their pleasure. If the king shares the wor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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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 the people will also share his worries. There is no ruler who practiced this and 
did not became king (Kim H-.C., 2002).     

If the king were to institute a government that dispensed humaneness, reducing 
punishments, lightening taxes, and causing the plowing to be deep and the weeding 
thoroughly, and so on, he would make all the people in their respective places engage in 
the righteous and benevolent behavior in their pursuit of secure life and protect themselves 
and the state from external aggressions (de Barry and Bloom, 1999: 119; 123). Just for the 
sake of information, let me introduce five practices Mencius suggested as examples of 
humane government: 1) the ruler honors the worthy and employs the competent to have his 
offices occupied by the wisest for this would result in schola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be delighted to stand in his court; 2) in the city, he may levy a rent but no tax, and 
enforce some regulations with no rent, so that traders throughout the world will be pleased 
to store their goods in his city; 3) at the border of the state, travelers may be inspected 
with no tax, then traveler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be delighted to travel on his 
highways; 4) if he require farmers to cultivate the public field without having to pay tax, 
the world wide farmers will flock to farm in his land; and 5) if you are unemployed and 
your family may have failed to meet certain quotas required by the state, and yet he does 
not fine you for that,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would be delighted to be his 
subjects. Thus, he will have no enemy and as such he now will be recognized as a rule 
appointed by Heaven (Chan, 1973: 65; de Barry and Bloom , 1999:128).     

There are many more abundant sources of Confucian classics which dwell on these 
images of government but space does not allow in a work of this nature to handle much 
of those. Relative to the provisions of government by virtue and humane government, 
faithfully observing the Way of Heaven, for the general well-being of the people, one very 
epitomized ideal-typical conception of a good society by Confucius in the name of the 
Great Unity or Grand Commonality (taedong; 大同) should suffice for our purpose of 
seeking the Confucian ideas of government for the people. Of various versions of this 
ideal-type depiction, let me resort to the translation by de Barry and Bloom (1999: 343).

When the Great Way was practiced, the world was shared by all alike. The worthy and the able were promoted 
to office and men practices good faith and lived in affection. Therefore they did not regard as parents only they 
own parents, or as sons only their own sons. The aged found a fitting close to their lives, the robust their 
proper employment; the young were provided with an upbringing, and the widow and widower, the orphaned and the 
sick, with proper care. Men had their tasks and women their hearths. They hated to see goods lying about in 
waste, het they did ot hoard them for themselves; they disliked the thought that their energies were fully used, yet 
they used them not for private ends. Therefore all evil plotting was prevented and thieves and rebels did not 
arise, so that people could leave their outer gates unbolted. This was the age of Great Commonalty. 

Even though such images of an apparently communitarian social life are origin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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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cient ages, the basic provisions necessary for a safe and secure life for the ordinary 
people are almost perfectly arranged. With the addition of modern technological amenities 
of livelihood to this picture, one could hardly hope for a better society than this one. And 
such a community was supposedly achieved when the Great Way of Confucian doctrines 
was realized in everyday life world. And this could be used as a nice model for the 
reconstruction of democratic pol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3. Government by the People

Government by the people entails their participation in government's decision-making. This 
is possible by some form of direct expression of their will and demands and advocacy of 
their interests, and an indirect means of selecting their representatives in government, 
usually elections.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do not provide any systematic ideas of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decision-making or policy formulation, although references are 
plenty to the cases of occasions when the ruler consults with the people on certain 
government measures or when the officials submit memorials or present remonstrations to 
the king or emperor suggesting some ideas relative to government affairs. Of course, 
historically, protests made by the people directly and collectively to the ruler were not 
absent in Confucian states. 

Interestingly, however, ideas related to actions to be taken by the people towards the 
ruler which are more significantly relevant to the idea of democracy may be found relative 
to those of selecting and replacing the monarch by the will of the people, especially by 
Mencius in the ancient times. As has been already mentioned earlier, when a new ruler 
was installed, the candidate was presented to the people and put to work to manage public 
affairs, and if the people found him to be morally rectified and to manage affairs 
satisfactorily, then the people accepted him, and the throne was given to him, by the 
Mandate of Heaven, of course. In this sense, the will of the people was duly reflected in 
the selection of the ruler. Moreover, Mencius regarded the people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government, he also maintained that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revolt and 
replace the king. According to Chan (1973: 50), "This idea of revolution was not only 
novel in Mencius, but it also made him the greatest advocate of political democracy in 
Chinese history." Whether you call this democratic or not may be debatable, but it certainly 
opened the way for similar ideas to be expressed by later Confucianists.

If it is permitted for the people to revolt and oust a king, on what ground can the 
people do so? Confucian doctrine has that "A wicked king has lost the Mandate of Heaven 
and it should go to someone else. Confucianists have always upheld this doctrine, and it 
has been used by almost every rebel" (Chan, 1973: 62). In the book of Mencius, there is a 
short passage referring to this doctrine. There actually were two cases of replace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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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gning monarch by their subjects in the ancient period of pre-historic mythological ages. 
T'ang, the founder of Shang dynasty (r. 1751-1739 B.C. E.), banished a wicked king Chieh 
(r. 1802-1752 B.C.E.) of Hsia dynasty (2183-1752 B.C.E.) to establish another regime and 
King Wen punished King Chou. And when Mencius met King Hsüan of Ch'i, the king 
asked him about the cases, saying that "Is it all right for a minister to murder his king? 
Mencius replied, "He who injures humanity is a bandit. He who injures righteousness is a 
destructive person. Such a person is a mere fellow. I have heard of killing a mere fellow 
Chou, but I have not heard of murdering [him as] the ruler" (Chan, 1973: 62). 

Even in this revolutionary thought, Mencius did not forget to suggest the due process 
of removing the king. A ruler in principle risks being depos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But before the situation in a state comes to the point where the ruler must be removed, his 
ministers should remonstrate with him first, quit his court if their pleas are not listened to, 
and only then have ministers of the royal blood depose him as a last resort. Thus, 
Mencius's main emphasis is on the need for remonstrance and reproof, so that the situation 
in a state leads to some violent solution (de Barry and Bloom, 1999: 124).       

For a more succinct and straightforward set of statements regarding the selection and 
replacement of a monarch is found in the works of an eighteenth-ninteenth century 
Confucian scholar-official in Korea, named, Chŏng Yag-yong, penname Tasan (1762-1836). 
Tasan, as a leading Confucian reformist of the Practical Learning School in Chosŏn Korea 
(1392-1910), explains in his treatise on the "Origin of Magistrate" how the ruler came to 
the throne as follows (Kim H.-S., 1979: 30 1-302; Pak C.-S., 1983:348; Shin Y.-H., 1997: 
51-52; Kim K.-D., 2017b: 182): 
   

In the beginning, there were only people(min). How could a ruler exist! People used to live in natural 
collectivities. Some got into squabbles with neighbors, but no solution was in sight. There was an old man who spoke 
well of fairness and came to handle the incident correctly. Neighbors from all four directions admiringly 
succumbed to his judgment and installed him all respectfully to the position of village head, they called. As 
people in different villages ran into trouble with those of other villages yet could not find solutions, they 
requested an elderly person with outstanding wisdom and knowledge to render correct judgment. These villages 
installed him to the head of five-hundred households. The same happened among the five hundred household districts 
and the wise and virtuous elder was installed to the head of province. Heads of these provinces chose one person to 
become governor of the state and those governors of all four directions selected one of them to become their leader 
and called him emperor-king. The root of emperor-king originated from village chief. The ruler exists for the people. 

This stands for the mechanism of forming government by the people through 
step-by-step selection processes. Following this principle, the ruler may also be removed by 
the will of the people. In another article "On King T'ang," Tasan advances his thesis of the 
removal of the ruler as follows (Han Y.-U. 1971:33; Kim H.-S., 1979: 302; Shin Y.-H., 
1997: 55; Kim K.-D., 2017b: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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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as the king born? Did he descend from Heaven like the rain? Did he gush forth from beneath the 
earth like a spring? No. Installed by five households, a man becomes the chief of a lin; recommended by five lin a 
man becomes the head of hyŏn. Nominated jointly by these chiefs of hyŏn a lord is born. It is the king who is chosen 
by these lord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king is appointed by the will of the 

people. Because the person installed by the people becomes the king, without such installation by the p e o p l e 
one cannot be a king (the son of Heaven)...Therefore, if the five households do not like the chief of their lin, 
they hold a conference and elect a new chief; if five lins do not agree, 25 households discuss the matter and elect a 
new chief. Likewise, if the lords do not like their king, they hold a conference and elect a new king. This is 
like five households replace the head of lin and 25 households choose a new head. How can it be called a 
chastisement of the king? 

Now, applying the same principle, Chŏng Yag-yong advances a thesis of enacting laws 
by the upward process of legislation in the same treatise on the "Origin of Magistrate" 
cited above as follows (Shin Y.-H., 1997: 58; and Yi S.-M., 2009: 346-347; Kim K.-D., 
2017b: 184):

Those days, the village head made law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s of the people and submitted them  
to the head of five-hundred households. The head of five-hundred households made law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s of the people and submitted them to the head of province, then the head of province submitted them to the 
governor of state, who in turn presented them to the emperor. Therefore, all those laws were convenient and 
comfortable to the people.  

4. Concluding Thoughts: "Confucian" Democracy?

I should stop introducing any more classical Confucian teachings at this juncture and 
ponder upon the implications of these ideas for the subject under consideration, 
reconstruction of democracy in the contemporary context and for the future of humanity. 
First of all, we should recognize that those Confucian ideas were formulated under well 
established monarchical systems of ancient and pre-modern ages. In order to make use of 
them today, we will have to eliminate the notion of monarchical ruler and substitute it with 
the people only. Still, as far as government exists, the doctrine of the primacy of the 
people or the people-centered principle stays, relative to the democratic principle of 
government for the people. 

Second, we will retain the Confucian thesis of the moral rectitude of the members of 
the elite class, especially government. But considering the prevalent structure of power and 
privilege in today's society, this elite class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not only 
government officials but also those privileged club of self-serving insiders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other sectors outside the state, representing as a whole authority of the 
established system (Luce, 2017: Kindle Locations 1449-1450). In that position,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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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xtaposed with the mass of ordinary people in that the former has historically enjoyed 
special privileges that the latter has not. According to the illuminating definition  appearing 
in the Oxford Universal Dictionary (Onions, 1955: 478), "democracy" means "That class of 
the people which has no hereditary or special rank or privilege; the common people 1827" 
which was adopted in English language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as indicated in the 
quote here (1827). As was noted earlier, democracy has been conceived to be a movement 
by these unprivileged ordinary people to abrogate the privileges of those who occupy the 
special positions in society. Democracy is a principle of social organization viewed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ordinary people. 

But in this piece, we will focus on the political democracy with certain Confucian 
characteristics added to it. As has been implicitly assumed, the central concern of 
democracy has to be with how we build and operate government for the people. This 
necessarily invites some value connotations of the democratic polity. In this connection, I 
would briefly introduce a frame of reference for such values, namely, the Core 
Development Values conceived as Life Values (Kim K.-D., 2017a). In this framework of 
value hierarchy, the ultimate goal of development as a value-laden concept from the outset 
is attaining happiness for the individual and happy community for the society. To reach 
those goals, actualization of potential for individuals and cultural-moral flourishing for 
societies are the consummate values, which may require such instrumental values as 
enhancement of life quality and enlargement of life chances for individuals, and 
improvement of social quality and increment of structural flexibility are desirable.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must be obtained both in material-physical and 
mental-psychological aspects, life chances can be enlarged in terms of greater opportunities 
for equitabl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for freedom of choice and participation. Social 
quality may need to be enhanced in terms of providing social and economic security,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and empowerment. These are a very crude skeleton sketch of 
values we humans pursue in societal development. But they supply a general frame of 
reference for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for the people.

From the Confucian vantage point, though, listing such values is not sufficient. They 
are largely tangible and practical values humans in general are pursuing. But they are not 
enough. We should strongly require the moral-ethical rectitude of the elite class people, 
especially in government, who are supposed to be in the position to "serve" the people. We 
are familiar with the term "public servants" or "civil service." In reality, however, those 
who are working in government tend to try to "govern" the people in the sense of 
domination, not as service. It is the people who supply their livelihood in return for their 
service by paying tax. We the people are hiring them not serving or unilaterally obeying 
them. This fundamental spirit of public service has been almost completely eroded in 
today's democracy. To restore that spirit, we had better listen to the Confucian teac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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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al rectitude of the public servants.
According to Chŏng Tasa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fucian governance is 

expressed in ten Chinese characters (孔子之道修己治人而已; Kongja chi to sugich'iin ii) 
which means "The Way of Confucius is nothing but Self-Cultivation and Governance of the 
People" (Kim K.-D., 2017b:175, 207). To be a good governor, you must cultivate yourself 
first and most of all. But the original text of the Great Learning which is introduced in 
full despite its length goes as follows (Fung, 1983: 362):

The ancients who wished clearly to exemplify illustrious virtue throughout the world, first ordered well their own 
states. Wishing to order well their states, they first regulated their families. Wishing to regulate their families, they 
first cultivated their own persons. Wishing to cultivate their persons, they first rectified their minds. Wishing to 
rectify their minds, they first sought for absolute sincerity in their thoughts. Wishing for absolute sincerity in their 
thoughts, they first extended their knowledge. This extension of knowledge lay in the investigation of things.

 
As long as the leaders of the major institutions keep this kind of ideas in mind and 

endeavor to cultivate themselves in the true spirit of service to the well-being of the 
people, democracy may thrive.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would wish to attain will be to 
overcome greedy desires for and rid themselves of the exceeding special privileges of the 
status they occupy. This requires stringent self-cultivation. Chŏng Tasan emphatically 
maintained that "sincerity" is the foundation of all other conducts of self-cultivation, 
regulation of the family, and bringing order to the state and to the world under heaven 
(Kim K.-D., 2017b:237). But it is also true that it is not an easy task to maintain the 
sincere mind and cultivate yourself all the time. We have a contemporary philosopher who 
warns us of the hardship involved in this kind of task. A noted American Confucian 
scholar, Schwarts has this to say (1985: 189):

What Confucius dreams of is a society in which civilized behavior will "just come naturally," as it does in 
his own case after the age of seventy. This may be his dream, but he is acutely aware that this is not the actuality. 
The tao can, in fact, be restored to the world only by the noble man's sustained conscious efforts, by painstaking 
self-scrutiny, scrupulous attention to behavior, unflagging devotion to the cultivation of learning, attentive practice of 
li, and conscientious service in government. 

And yet, we should not readily give up on this task. So much for the idealistic side of 
Confucian doctrines for the reconstruction of democracy. Let us now delve into more 
mundane issues related to government by the people. A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how 
Confucian thoughts conceive of the process of selecting a king, we may now consider 
some possible reform measures regarding elections and recruitment of public officials. Of 
course, in this work any concrete programs may not be presented with all the details, and 
only very synoptic descriptions should suffice. I am suggesting a sort of two-track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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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oth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One has to do with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other deals with elections. It is 
true that in mass societies of today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decision-making is 
not easy.

In the recent decades, however, we have witnessed the spread of some rudimentary 
type of direct participation in the form of Town Hall meetings and Tea Party deliberations. 
This in essence can provide a field or space for serious and sober deliberations which are 
the real procedures needed for health democracy. This also means that the political 
discussions should start on the grass root level and move upward step-by-step in terms of 
geographic distribution of those gatherings. These meetings can discuss whatever policy 
programs and measures originated from the people themselves not from the desk of 
narrow-minded technocrats or dealing wheeling politicians. Moreover,  the election campaign 
also can be staged in these small-scale local setting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more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candidates through debates and inquisitions as well as 
listening to the wishes of the people. 

The second program has to do with elections. To state very plainly and simply, we 
need some step-by-step upward recommendation programs, to overcome the inherent pitfalls 
of the current system of one-person one-vote general election. Frankly, this program is a 
very disappointing silly game. It cannot elect the best candidate in any election. And as 
mentioned above, we could make use of localized gatherings for this recommendation type 
of elections. With the rapidly proceed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we may find ways to improve the selection process of 
representatives,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of direct participation by the people. Only note 
that we need great caution in adopting this approach for the widespread social network 
communications so far have demonstrated certain fundamental flaws unless we take very 
serious and conscientious action. And we need very well-prepared public education 
programs for this approach. 

Third, I strongly recommend that we introduce a meritocratic selection procedure. In 
contrast to the wide open competitive processes involved in the usual one-person one-vote 
elections, this entails seriously deliberated selection of candidates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unities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with sufficient and relatively correct 
information on the possible candidates. Those who are selected by this process will now 
form the upper hall of parliament which is composed of relatively well-versed professionals 
and experts. One caution, of course, would be that these professionals and experts should 
immediately declare and take action when elected to free themselves from any special 
privileges and stay faithful to their oath of "service," not "domineering."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those representatives directly elected by the general election processes, but the 
standards for the upper chamber will have to be much higher and more strict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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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as for the recruitment of public officials, it is unique that East Asian nations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tradition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still take this 
approach. Despite their practical merits, some reforms for these examinations also needed, 
to be reassessed for its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Nonetheless, this system should be 
retained with improvements, of course. 

Before I close, I would like to make a couple of additional proposals dealing with two 
central  issues of deliberative democracy, on one hand, and the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servants, especially those who are elected directly by the people. Deliberation stands as the 
central characteristic of true democracy. Democracy by nature is a slow process of 
governance. No doubt, in real situations, there will arise a need for urgent decision-making 
for a speedy resolution. Still, the basic procedure should entail careful and conscientious 
deliberation. For example, there is a passage in Mencius that implicitly suggests how the 
ruler (public officials) should go about their decision-making practice. Mencius said [to 
King Hsüan], "...When all your immediate ministers say that a man is worthy, it is not 
sufficient. When all your great officers say so, it is not sufficient. When all our people say 
so, look into the case, and if you find him to be worthy, then employ him" (Chan, 1973: 
61). Then he goes on with additional suggestions of careful process of selecting or even 
executing someone on the basis of the same procedure of consultations (deliberation) and 
the final decision basing on the opinions of the people as suggested in the above citation.  
           

In the same spirit, the elected representatives should regularly meet with their constituents 
to discuss those important measures ready for legislation. And this would be a good place to 
build up public consensus on issues at hand. The social network system also can be a 
good channel through which the elected representatives can "meet" online with the 
constituency for gathering the public opinion on a more personal level. The same procedural 
practice need not be confined to the elected representatives. It should be applied to the public 
servant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government, as well. Finally, the same 
procedural principles may be mobilized in the case of recalling and replacing the elected 
personnel of government when they fail to meet their duties and falter on their accountability.

Upon reflections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democracy world over, I have attempted 
to show, in a very limited scope though, certain possibilities of adopting the basic ideas 
from the Confucian tradition of East Asia. At this stage, I would not dare say that I have 
a comprehensive set of ideas of such nature to propose them as a perfect program for the 
reconstruction or at least reorientation of democracy currently under threat. At least, I was 
presenting some useful thoughts on this program, which hopefully will be taken up by 
some concerned intellectuals of other parts of the globe for further inquiry and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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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주주의 재건에 유교가 불러 올 변화는?

김경동(서울  명예교수, 한민국학술원 회원)

I.  서론

오늘날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를 두고 알 수 없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이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목은 이른바 제3의 민주주의 물결 확산으로 지난 40년간 80여 
개 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며 정치지형에 낙관적 변화의 가도로 가는 여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Diamond and Shin, 2014: 1; Huntington, 1990) 장
밋빛 조류가 무색하게도 지난 10여 년간 러시아, 터키, 헝가리 유럽3개국을 포함한 25여
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제 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 아랍의 봄도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봄을 불러오지 못했다. 

오늘날 위기의식을 들여다 보자면 비평가들이 내놓는 다음의 표현들이 충분하지 않을
까 싶다. 포위상태에 빠진 민주주의, 퇴화, 의문에 빠진, 후퇴, 붕괴직전, 최악의 위협 직
면, 민심을 잃은(Luce, 2017), 민주정권의 거듭되는 참패, 위 한 민주제도의 붕괴
(Gurri, 2014), 21세기의 초라한 민주주의(Held, 1996: 235), 민주주의오작동 혼란의 민
주주의 야기, 무용한 민주주의(Crozier et al., 1975 Papadopoulos인용, 2013: 1), 본질 
파괴, 민주정치 공동화, 민주주의 손실, 민주주의 질적 훼손(Papadopoulos, 2013), 꺼져
가는 민주주의, 위기의 민주주의(Time 2017a), 자유민주주의훼손(Time 2017b)등의 표현
을 열거해 볼 수 있다. 

II. 오늘날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인류문명에서 이상과 현실사이에는 늘 일정 간극이 존재한다. 민주주의도 예외는 아니
다. 현  민주주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저자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민주주의 개념을 두고 
정립한 간결하지만 심오한 경구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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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정부 

서구권에서는 민주주의에 한 진보적 해석으로 “국민의 정부”를 “주권재민”의 개념으
로 보고 권력정통성의 근원으로 해석한다. 민주 주권, 정치적 자율성, 자결권, 민주적 개
인성, 정치적 프라이버시, 국민 의지, 민중 권리, 다수결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주의 연구분야는 이 문제를 두고 풀리지 않은 숙제에 봉착해 있다.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추상성으로 구체적 개념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
에서 정치학자들은 집단적 의사결정체제를 고안하여 시민이 자신의 삶에 중 한 향을 
끼치는 다양한 정치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Dahl, 1989, as 
cited in Held, 1996: 310) 즉, 민주정부의 핵심 특징은 시민이 외부세력 간섭없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공식이 거꾸로 가고 있다. 
“ 민관계는 지도층(엘리트) 정통성의 원천이다. 그러나 시민은 실제로 존재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Crouch, 2004 :112, cited in Papadopoulos, 2013: 228) 막스 베
버 또한 주권재민을 굉장히 단순한 개념으로 보고있다. (Held, 1996: 169) 

국민의정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질문이 있다. 여기서 ‘국민’을 어떻
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정치체제에서 국민은 시민을 가리키나 
동시에 국가의 신민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구는 “국민이라는 것은 존
재하지 않는다. 간편한 허구의 상일뿐이다. Brecht의 말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고 하나 그 귀결점은 어디인가?” (Luce, 2017: Kindle Locations 1019-1023)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서구민주주의사에서 특권을 폐지하라는 목소리에 한 안으로 민주주의가 등장하
으며 이 제도가 표방하는 의는 지주로 군림하는 귀족제의 억압에서 중산층을 해방하
는 것이었다. (Laski, 2015: 49)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방의 기치는 보편적 참정권으
로 확 되어 자유와 평등권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원칙적으로 부여하는 개념으로 확장
되었다.

여기서 국민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게 사회정치 
단위로서 다수의 국민 즉 중, 평민, 일반 시민을 국민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명명은 
마치 양치기가 모는 양을 연상케 하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거나(Gurri, 2014: Kindle 
Locations 203-207) 국가의 자의적 폭압적 전제에 저항하는 의로운 개인을 함축하기도 
한다. (Bermeo, 2003: 7-11) 두 정의 모두 오늘날 민주정권 실패 사유로 국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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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엘리트가 주 원인임을 지목한다. 그러
나 다행히도 일반시민이 주축이 되는 긴 한 시민사회 조직망이 작동해 극단적 양극화를 
방지하고 있다.(Bermeo, 2003: 227) 

민주정권 실패의 주 원인은 경제침체에 있다.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성장 과실이 사라
지고 이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뼈
인 중산층을 비롯한 일반 중이 정치제도에 느끼는 불신은 최악의 수준이다. 정치이익
단체간 이익이 상충되고 자원이 제약됨에 따라 상호간 합의 구축과정이 제로셈 전쟁터로 
변질되어 극심한 양극화가 부상하고 있다. (Luce, 2017: Kindle Locations 160-165) 서
구사회의 위기가 현 상황을 변하는 단면이라 하겠다. 서구사회는 중의 의지와 전문
가의 지배, 사리사욕을 좇는 내부자 간 충돌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Luce, 2017: 
Kindle Locations 1449-1450) 작금의 현실에서 중은 엘리트 지배계층 또는 소수 특
권 계층에 화살을 돌리며 선택의 여지 없이 가두시위, 행진, 농성, 촛불시위로 분노를 표
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 한 시기에 포퓰리즘 정치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
으며, 중의 분노를 악용해 포퓰리즘에 편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
트에 항하는 진정한 포퓰리스트들이 기성 민주제도가 수호하는 규칙에 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Luce, 2017: Kindle Locations 1676-1677) 또한 이들이 다
원주의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원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뿌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Luce, 2017: Kindle Locations 1682-1683) 포퓰
리즘이 맹렬히 부상하여 곧 권위주의가 무서운 속도로 부활해 서구 자유주의 운명 자체
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Luce, 2017: Kindle Locations 130-131)  

 

2. 국민에 의한 정부 

이러한 우려는 국민에 의한 정부로 이어진다. 국민에 의한 정부의 본질은 시민이 자신
의 생계와 안위에 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을 의미한다. 물론 시민과 
정부, 공권력간 개입없이 직접 참여를 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불행히도 현  
민주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 받은 특정 표
자에 주권을 위임하여 시민을 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시민 
개인의 주권, 자율성, 평등성에 관한 진보 이론을 토 로 “1인1표”의 원칙하에 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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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 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결되거나 부결된다. 자유민주주의 이론이 
구성하는 의민주주의의 공식적 요체가 바로 투표이며 국민에 의한 정부를 주창하는 민
주정권 다수가 현재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Held, 1996)  

자유·보통 투표가 정기 시행되면 민주주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realpolitik, 
즉 현실정치 세계에는 위험한 전제가 존재한다. 20세기 초반에 이미 막스웨버, 슘페터, 
라스키 등 저명한 사회사상가들은 민주주의가 취약한 상태이며 지도자의 정통성을 보장
하는 제도적 기관으로써 고전적의미의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변한 바 있다. (Held, 1996: 179-180) 슘페터 또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설파한다: 
(Schumpeter, 1976: 284-285, as cited in Held, 1996: 180 Held 강조):  

  

민주주의는 ‘국민’, ‘지배’의 명백한 의미의를 충족 하지도 않거니와 그럴 가능성
도 희박하다. 민주주의는 지배자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 오
늘날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지배다’라는 문구로 현 제도를 규정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두 분류인 정치참여자와 유권자로 나눌 수 있다. 유권자라 함은 
일반시민을 표를 행사하는 주체로 간주함을 뜻한다. 따라서, 표자와 표 기관의 특징
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상당한 불만족
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선거기간에만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마저 
새로운 지배로 가는 전조일 뿐이다는 것이다. (Laski,2015: 75) 물론 방 한 정보, 교육
수준 제고 등의 원인도 한몫 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정부, 실제 선거과정, 결과에 한 불
신이 고조되어 무관심이 만연 하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
이 필요하다. 

Laski(2015 :79)와 같은 비평가에 따르면 산적한 현안 중 투표의 민주적 절차가 지나
친 평범함을 불러온다고 말한다. 즉, 현  국가 의회가 입법, 제정을 원활히 수행할 시간
이 부재함에 따라 불만족스런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정당 입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당원이 소위 투표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 정권에서 려나지 않기 위에 의
원들은 재선에 혈안이 되어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양한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 
(Laski, 2015: 77-78) 선거 전 과정의 실용적 측면을 보면 선거 공학적 측면에 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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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복한다. 자금조달, 각종 네거티브 공작, 후보에 한 유권자 정보 부재, 후보자 
자질에 한 불만 등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유권자는 차악을 택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의민주주의의가 질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가 민의를 변하는 표기구로 구성됨에 따라 의원들은 소
속 정당을 통해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다. 최근 연구는 서구 민주주의가 
당면한 변화와 도전과제를 자세하게 분석하며 “시민은 권력을 행사할 유의미한 기회를 
보장받는가?”, “정치인이 정책 수립에 가지는 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Papadopoulos, 2013: back cover)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정책 결정에 민주정치의 향
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Papadopoulos, 2013: 1-2) 의회가 내리는 의미 있는 
정치 결정을 방해하는 주요 세력들과 그 결과를 신조어로 압축할 수 있다. 단어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정당지도부로 권력 집중 2)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언
론의 권한 및 향력 증 , 시민은 단순한 구경꾼으로 전락하여 언론 입김으로 가득한 1
면 정치와 막후 정책 수립과정 간에 간극 발생 3)다양한 시민사회기관의 적극적, 공세적 
참여로 협업 기반 거버넌스, 정책수립기반 조성 4)시민, 고객 권익신장으로 집단행동 강
화 및 심화 5)행정부, 사법부 이외 이해관계 변을 목적으로 다양한 공공기관 개입 및 
다수결 원칙에 한 제약 증가 등의 결과가 예상된다. 즉, 압도적 변화의 물결 속에 단순
히 주권 기구로서뿐만 아니라 정부 표기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국민들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Papadopoulos, 2013)    

즉, 현 상황은 민주적 표성이 부재한 비선출기관이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 한 역할을 하게 됨을 뜻한다. 의민주주의의 핵심책임기제로서 투표의 역할이 약화
되고 당파 기반 표제가 훼손되고 있다. (Vibert, 2007 as cited in Papadopoulos, 
2013: 4, plus 220-221) 복잡하게 보자면 핵심 문제는 부유 권력층만이 향력을 행사
함에 따라 민의를 변하는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의 목소리
가 억압받고 있다는데 있다. 탈민주주의시 에 “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요소가 살아남겠
지만 결국 시민 다수가 조종을 당하는 수동적, 소수의 참여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Crouch, 2004: 5, as quoted in Papadopoulos, 201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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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을 위한 정부 

이와 같은 의민주주의 전환의 핵심 특징으로 소수 과두 정권의 지나친 향력 행사
로 인한 정책 수립 기계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계화는 표성 원칙이 “애초에 민주
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명제에 힘을 싣고 있다. " (Manin, 1997 Papadopoulos인용, 
2013: 232) 의 민주제 의사결정 과정에 다원적 사회 가치와 이익이 반 되지 못함에 
따라 과두제 의사결정 기계화는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양산한다. 그 결과 의민주주
의의 약속은 백지 수표가 된다. 이 목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
인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엘리트 관료가 이끄는 정책수립과정에서 “투표는 중요하
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자원”이라는 명제가 부상함에 따라 실제 유권자의 목소리는 점
점 멀어져만 간다. (Rokkan, 1966: 105, as quoted in Papadopoulos, 2013: 233)

현  의민주제를 관통하는 추세를 규정짓는 방법으로 정치권과 정책 수립 지  간 
분리를 들 수 있다. 직설적 표현을 빌리자면 노출도가 높고 가시권에 있지만 본연의 기
능을 상실하고 있는 민의 기관의 일면과 배후에서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정치이면사이의 
간극이 부상하고 있다. (Papadopoulos, 2013: 235) 표성의 문제는 선출 정치인 책임
의 문제이다. 그러나 투표, 정당, 의회는 핵심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배후에서 민
주주의 질적 훼손이 두되고 있다. (Papadopoulos, 2013: 235)  

현 상황에서 시민의 정당 충성도가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일부는 정치 향력에서 멀어져 정치인을 불신하게 된다. 성공적 캠페인을 통한 득표의 
가도에서 정치 불신의 악순환이 발생하며 경쟁 정치에서 과도한 공약을 남발함에 따라 
기  격차가 야기된다. 기  격차는 정치 결과에 한 중의 불만, 정치인 신뢰도 저하
로 이어진다. 그 결과 정치 및 정치인에 한 불신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며 이와 같
은 파급효과는 민주적 정통성의 뿌리에 심 한 향을 준다. (Papadopoulos, 2013: 
232, 240) 신뢰도 저하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신뢰는 성공적 민
주사회의 아교와 같은 역할을 하며 현  민주정치체계에 필수적인 요소다. (Luce, 2017: 
Kindle Locations 2023-2024).  즉, 권력과 책임성 부재로 평등, 사회정의, 완전고용, 
경제성장, 저렴한 주거, 행복도, 의미 있고 만족스런 삶을 구현하지 못하는 표자에 
한 불신이 고조되는 순간 국민은 곧 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거부하게 될 수 밖에 없
다. Gurri는 동 현상을 두고 “지극히 개인적 유토피아로 촉발 되는 혁명적 충동”을 촉발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음을 주창한다. (2017: Kindle Locations 4565-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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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들은 두 가지 조류로 현 상황에 응하며 공공의 역뿐만 아니라 시민사
회의 다양한 형태를 빌려 기성 정치체제에 반기를 들고 있다. 시민 운동 부흥의 새 조류
로서 정치 역의 티파티운동, 타운홀 미팅, 시민사회 역의 월가를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을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축으로는 SNS통신기술 혁명을 들 
수 있다.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보 소비자가 정
보 생산자로 변모해 빅데이터 형태로 방 한 양의 신규 정보를 확산하여 궁극적으로 기
성 정치, 경제 특권층과 고착화된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Gurri, 2014) 이러한 
형식을 통해 시민은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
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주지하는 것도 중
요하다. 그러나 본 저자는 유교적 사상이라는 새로운 각도로 구체제에 한 안을 모색
하고자 하기에 상기 가능성에 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자 한다.   

III. 유교의 가능성 

현 자유민주주의 형태가 당면한 문제를 감안할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상적 정부 형태를 근본적으로 고찰하고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동 맥락에서 비서구권 
사회·정치사상의 근원을 모색하여 민주주의에 한 기본 개념을 뿌리부터 재구상해 볼 
수 있다. 한가지 안으로 유교 교리의 문화적 뿌리를 살펴 볼 수 있다. 물론 고  그리
스 도시국가에서 발원하고 시행된 민주주의 원류로 돌아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
롯한 사상가들의 계몽적 시야를 고찰해 볼 수도 있으나 본 논의의 장이 미래 인문 가치
를 위해 유교적 가치를 모색하는 자리임을 고려할 때 유교사상의 심연을 심도 있게 살핌
으로써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상하여 미래 인류문명에 유익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왜 유학인가?

1994년 보수적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구문명, 잘못된 
출발이었나?”라는 문제의식 응에 나선다. 동 세미나에서 Michael Novak은 1994년 
“서구권, 세 건의 위 한 사상전 중 이미 두건은 금세기 치렀다.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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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통치 안이며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보다 공정한 경제체제다. 당면 
현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 가치 탐색전이 미래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설파했다. 

현  정치경제체계 초기 분석에 의하면 Novak의 낙관주의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단순한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고갈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때문이다. 
비관적 전망을 필두로 현 상황에 한 시급성을 역설한 학자 Luce를 이미 서두에 
소개한 바 있다. (2017: Kindle Locations 133-137) Lucesms “물질적 여건이 
개선되었을 지 언정 인류의 윤리 상태는 정체되어 있고 인류의 도덕적 진전은 어려워 
보인다. 사회조직을 이끌 한 가지 모델이란 없다”라고 설파한다. 최근 부상하는 극우 
선동주의를 “미국의 증오(Hate in America)”로 본 현 조류를 두고 타임지 책임편집자 
Nancy Gibbs는 언론인으로써 “도덕적 리더십과 실체적 지침을 위해 미국은 더 멀리 
봐야한다”라고 주창한다(Gibbs, 2017: 22)

작금의 우울한 시류를 고찰하며 오늘날 민주주의가 당면한 도덕적 해법으로 유교가 
완벽한 해법이라고 강변하지 않겠다. 오히려 균형 잡힌 적절한 선택지를 제시하여 
민주주의의 부흥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유교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유교의 가장 뛰어난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도덕률로 인간 사회적 
존재에 한 사상을 설파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의미한 
근본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공자의 정치적 사상은 통치를 위한 
절 권력을 바탕으로 전제군주가 국가를 이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반면, 서구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국민이 지배자가 되는 체제를 표방한다. 공자는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신민 즉 국민이라는 이분법을 정립한다. 따라서 인의를 바탕으로 한 선정은 
지배자의 현안 이자 책임이며 국민은 훌륭한 신민으로써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분류는 민주 정치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 전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학설에는 분명 미래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질 
사상과 안의 뼈 가 되는 유용한 지침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저자는 
유교사상의 두 갈래를 고찰할 것이다. 우선 시간적으로 더 앞서는 전통적 우주학적윤리를 
지향하는 한 갈래가 있다. 또 다른 갈래로 전통 사상을 현 적으로 고찰한 갈래를 들 수 
있다. 즉, 지배자가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시 가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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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단추, 국민을 위한 정부

민주주의 서구 이론은 국민주권을 민주정치체제의 요체로 보고 국민의 정부를 당연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한편, 공자 정치사상의 근본 원칙은 국민 우선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인간중심 이론 즉 ‘민본 民本’을 주창한다. 즉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
이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위민 爲民’을 표방한다. 맹자는 국가를 위해 국민
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동 사상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설파한다. (Chan, 1973: 62) 
맹자는 “사람이 곧 가장 중요하며 물질은 그 다음, 통치자는 그 다음이다.”라고 주창한
다. (de Bary and Bloom, 1999: 156). 도덕적 권한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각 
개인 본연의 존재에서 온전함을 발견한다. 맹자는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으며 만인은 
동등하다고 본다. 즉 맹자가 말하는 통치에 있어 국민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Chan, 
1973: 50; Chang H.-G., 2014)  

혹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유교 교리는 하늘이 곧 인간을 낳기에 인간은 하
늘로부터 부여 받은 도덕적 본성을 지님을 강조한다. 유학에서는 하늘을 우주론적으로 
보며 우주와 자연에서부터 다양한 생명체의 삶의 근원, 자연과 인간사회 질서 기준 정립
자, 형이상학적 의미로 인간 본성을 부여하는 보편적 힘, 가치론적의미의 인간 도덕·윤리
의 근원까지 다양한 의미로 풀어볼 수 있다. (Chan, 1973, 78-79; Fung,1983: 129; 
Kim k.-D., 2017b) 맹자가 주창하는 인간본성론을 이해하는데 전체론의 근본적 철학 전
제는 유용하다. 동 전제는 중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말그 로 ‘만사’가 일체를 이룸을 뜻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은 우주 통합적 맥락에서 전체가 되고 개인의 정신이 곧 우주
의 정신이 된다. 인심이 곧 천심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하늘이 이상적 전체라고 간주할 
때 인심은 선하다. 맹자의 이론에 따르면 마음을 가장 잘 살피는 사람이 자연을 아는 사
람(hsing)이다. 자연을 아는 것은 하늘을 아는 것이며 스스로를 살피고 고양하기 위해 하
늘을 섬겨야 한다. (Fung, 1983: 129-130)              

하늘은 국가 정사 및 통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누가 어떤 힘에 의해 통치자가 
되는가를 맹자의 이론으로 분석하자면, 통치자는 주어지는 것이고 천심이 민심과 통할 
때 탄생한다. 맹자의 통치는 역사적 기억을 토 로 하여 왕조시  이전 “통치자는 혈통
이라는 불안정한 요인보다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을 통해 선택 받는다”라는 사상
을 강조하며 도덕적 표상을 강조한다. 맹자 사상은 천심을 얻어 제국을 성립하여 이를 
민심의 뜻으로 볼 때 도덕적 권위가 확립됨을 뜻한다. (de Bary and Bloom, 1999: 
115) 하늘은 도덕률에 의해 통치자를 알아보고, 통치자는 곧 하늘의 아들, 천자가 된다.

통치자는 어떻게 선택 받는가? 이 과정에서 천자, 하늘, 국민이 필요하다. 우선 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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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후보자를 뜻한다. 하늘이 그를 도덕적으로 청렴하다고 볼 때 천자를 정사의 중심
에 두고 이내 국민이 평안하다. 즉, 국민은 통치자를 인정한다. 천자가 곧 후보자가 되며 
이는 하늘이 후보자를 간택해 국민에 양도함을 뜻한다. “천명(Great Declaration)”은 
“하늘은 국민이 보는 로 보고 하늘은 국민이 듣는 로 듣는다”라고 말한다. (Chan, 
1973: 77-78; de Bary and Bloom, 1999: 144)맹자가 국민이 국가에 가장 귀한 존재라
고 한 것을 통해 “농심과 충정을 얻은 자가 곧 천자”라는 말이 일맥상통함을 고찰 할 수 
있다. (de Bary and Bloom, 1999: 156-157). 민심이 곧 천심이고 민심의 뜻이 곧 천심
의 뜻임을 의미한다. 천명은 천자를 곧 통치자로 간택함을 시사한다.   

사람의 중요성은 또 다른 각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정부에 한 국민의 신뢰가 
왜 중요한지와 유관하다. 공자는 제자 Tzu-kung이 정부가 무엇인지 묻자 다음과 같이 
답한다. (Chan, 1973: 39; de Bary and Bloom, 1999: 55-56) 

공자는 정부에 필요한 요소로 충분한 식량, 무기(의복), 신뢰를 든다. Tzu-kung은 재
차 “이 셋 중 한가지를 줄인다면 무엇을 먼저 줄이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공자는 “군 ”
라고 답한다. Tzu-kung은 재차 “남은 둘 중 한가지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라
고 묻는다. 공자는 이내 “식량”이라고 답한다. 공자는 국민의 신뢰 없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위 문답에서 이어진 질문은 곧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보
여준다. 천심으로 돌아가보면 맹자는 “하늘은 도덕률을 관장해 일반 시민을 위해 통치자
에 통치권을 부여하며 이로써 안위와 번 을 달성한다”고 주창한다. (de Bary and 
Bloom, 1999: 115) 동 사상은 고  유교가 표방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본질이 곧 안정
과 번 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은 토 에서 유교가 국민을 위한 정
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유교사상이 강조한 첫번째 통치 원칙은 “인을 통한 통치”이다. 공자는 “인으로 통치하
는 통치자는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별들이 이를 중심으로 회전함과 같다”라고 주창한
다. (Chan, 1973: 22) 그렇다면 인에 의한 통치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공자는 “다스림
(정)은 교정(정)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교정하여 남은 이끌 때 누가 주저하겠는가?”라고 
설파한다. (Chan, 1973: 39) 중국 사상에 의거하면 정(政)은 다스림을, 정(正)은 의로움
을 의미한다. 공자의 저명한 학설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간결하지만 인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제나라 경공은 공자에 통치에 해 묻는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다울 때 통치를 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다. (Chan, 1973: 39) 이 경구는 공자가 강조하는 정명(이름을 고치다)의 중요성을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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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여준다. 공자는 이 학설을 다음의 문장으로 압축한다(Chan, 1973: 39):

정명하지 않으면 내 언어는 곧 참이 아닌 것이요, 참이 아닌 언어로는 아무것도 이를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때에 내리는 처벌은 정당하지 못하다. 처벌이 정당하지 
못하면 국민은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군자는 모름지기 이름을 설명하고 실행할 수 있
는 말을 해야 한다. 군자는 한마디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교리가 강조하는 것은 진심과 정성(ching, 誠)으로 통치자가 길을 제시할 때 국민은 
통치자가 부재할때에도 그를 따름을 의미한다. 선을 좇을 때 국민도 선할 것이다. 통치자
는 바람과 같고 국민은 풀과 같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풀은 늘 고개를 숙인다. 
(Chan, 1973: 40) 그렇다면 국민을 다스림에 있어 통치자의 제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공자는 국민 안위와 평안을 역설하며 “국가와 가족의 일을 주관하는 관리 중에 부의 불
평등한 분배를 우려하는 이가 있다고 들었다. 우려의 원인은 빈곤이 아니라 안위와 평안
이 부재함이다. 부가 형평하게 분배되면 빈곤은 사라진다. 안위와 평안이 안착될 때 국가
에 위협이 사라진다.”라고 말한다. (Chan, 1973: 44-45) 

맹자의 경우 인의 정부를 강력히 주창한다. 맹자는 유학자 중 최초로 정부의 성
격을 논한다. 맹자는 유용성, 편의, 이익을 맹렬히 반 했다. 맹자는 폭군의 통치를 도덕
적 권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han, 1973: 50) 인의를 지향하는 통치의 중요
성을 강조한 맹자는 “인의가 없는 통치자가 설령 국가를 통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하
를 얻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de Barry and Bloom, 1999: 156) 인의 통치의 원칙
은 “통치자가 어질면 국민도 어질고 통치자가 의로우면 국민도 의롭다”고 역설한다.  
(de Barry and Bloom, 1999: 141) 맹자는 통치자가 국민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국민
도 통치자의 기쁨을 나누며, 통치자가 국민의 근심을 함께 할 때 그 역도 같다고 설파하
며 이러한 실천없이 군림하는 왕이 없음을 강조한다. (Kim H-.C., 2002)

왕이 정부를 성립하여 인의를 좇고, 처벌은 폐지하며, 세금을 줄이고, 경작과 제초가 
순탄할 때 국민도 인의를 받들고 안위를 수호하여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de Barry and Bloom, 1999: 119; 123) 이해를 돕기 위해 맹자가 인의 통치 
실천 방법으로 제안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통치자는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전세계 학자가 함께 하고 싶은 정부를 꾸려야 한다. 2)도시의 통치자는 임 료
는 부여하되 세금을 매기지 말고, 일부 경우 임 료 없이 규제하여 전세계 상인들이 상
품을 기꺼이 보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3)여행자가 국경을 건널 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한다. 4)통치자가 농민에 세금을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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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공유지에서 경작을 하도록 할 때 전세계 농민이 통치자를 찾는다. 5)실직의 고통으
로 가정이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벌금을 물리지 않을 때, 전세계 
국민은 통치자의 시민임을 자처할 것이다. 이 통치자는 본데 적이 없고 천심을 얻는 통
치자가 된다.  

공자의 교리 중 통치이념에 많은 감을 주나 실제로 이행이 어려운 관념들이 있
다. 인의 정부와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천심을 충실히 이행하여 민심의 안녕을 돌
보는 것을 공자는 이상정형적 모습으로 본다. 공자는 이와 같은 사회를 동(大同)사회로 
본다. 공자가 주창한 동사회가 추구하는 통치이념은 국민을 위한 통치다. 이상적 설명
이 상당수 존재하나 Barry and Bloom의 번역을 차용하고자 한다. (1999: 343). (Chan, 
1973: 65; de Barry and Bloom , 1999:128)

동을 실천했을 때 전세계가 동했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인재가 등용되어 신
의와 정이 넘치는 삶을 위할 수 있었다. 나의 부모가 곧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거니와 
나의 아들이 곧 나만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 노인에게도 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넘치며 
청년은 훌륭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미망인, 고아, 병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남자는 과
업을 수행하고 여자는 건강을 돌본다. 쓰임없이 버리고 사익을 위해 부를 쌓아두는 것을 
경멸한다. 정력을 다하되 사익을 좇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사악의 근원을 쫓아내 도적과 
반란군이 없도록 하여 국민이 걱정없이 집밖을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동사
회의 정수이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주의 기반 사회생활이 고 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평범한 시민
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향유하는데 요구되는 필수 조건은 이미 오늘날 완벽하게 정립
되어 있다. 기술의 편의가 고도화된 오늘날보다 더 좋은 시기가 있었나 싶지만 이미 이
상적 공동체와 공자의 학설이 주창한 도가 이미 그의 시 에 구현되지 않았나 생각한
다. 그런 맥락에서 현  민주정치체제 재건을 위한 모델로 공자 시 가 활용될 여지가 
있을 듯하다. 

3.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는 통치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함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요구사항
이나 이익을 직접 표현할 수도 있고 투표를 통해 정부 표자를 선출하는 간접적 표현방
식도 있다. 공자 정치사상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참여에 관한 구체적 방식
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치자가 정부 현안을 놓고 국민에 의견을 구하거나 관리가 
기록을 통치자에 보고하여 제언을 하는 것을 통해 국민에 의한 정부가 존재했음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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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물론, 공자시 에도 통치자에 항하는 직접 시위, 단체 시위가 존재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민주주의와 유관한 시민 행동의 표출로 국민의 의지로 군왕을 

선택하고 교체하는 당시 체제가 현 제도와 유관함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고  맹자 시
에 그 적실성이 주효하게 드러난다. 주지의 사실 로 신임 통치자를 택할 때 국민은 

후보자를 보고 통치를 위임하여 도덕적 흠결이 없고 정사가 원활히 운 된다고 간주할 
때 국민은 통치자를 수용한다. 즉, 천심에 따라 통치자에 권한이 주어져 민심이 적법하게 
반 된 것이다. 더욱이, 맹자는 국민을 통치의 근본으로 보고 국민이 통치자에 만족하지 
않을 때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Chan(1973: 50)에 따르면 “혁명적 개념은 맹자를 유
례없는 인물이자 중국역사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위 한 웅변가로 도약시켰다.” 진정
한 민주성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후세 유학자들이 유사한 개념을 공론화할 초석
을 마련했음이 분명하다.  

국민이 통치자에 반기를 들어 왕위를 폐지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 것인
가? 유학 교리는 “사악한 통치자는 천심을 잃게 되고, 천심은 다른 곳으로 향한다. 유학
자들은 늘 이 교리를 옹호해왔으며 저항세력은 상기 논리를 채택한다.” (Chan, 1973: 
62) 맹자의 교리에서 동 학설을 주창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선사 및 고 시  왕권
을 박탈한 두 경우가 있었다.  상왕조(r. 1751-1739 B.C. E.)를 건립한 Tang은 하나라
(2183-1752 B.C.E.)의 사악한 왕 Chieh(r. 1802-1752 B.C.E.)을 몰아내고 왕조를 세운
다. King Wen은 king Chou를 벌한다. 맹자와의 만남을 통해 제나라의 왕 Hsüan은 
“신하가 왕을 몰살하는게 온당한가?”라고 묻자 맹자는 “인본주의를 몰살한 자가 반역자
다. 인의를 타파한 자가 곧 파괴자다. 그러한 자는 몽매한 시민에 지나지 않는다. 몽매한 
시민인 Chou를 몰살했다는 말은 들어봤으나 군왕 Chou를 몰살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
다”고 답한다. (Chan, 1973: 62)   

혁명적 사상가 맹자는 왕위 박탈 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다. 패륜을 범한 통
치자는 폐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신하는 통치자에 공식 항의를 하고 항의가 
수렴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왕위를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맹자는 항의, 증명 과
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과격한 해법을 채택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de Barry and 
Bloom, 1999: 124)       

군왕 선택과 교체에 관한 간결하고 직접적인 사례로 18-19세기 조선의 유학자 
다산 정약용의 학설을 들 수 있다. 조선(1392-1910)후기 실학을 주창한 표 개혁파 정
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 “통치자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Kim H.-S., 1979: 30 1-302; Pak C.-S., 1983:348; Shin Y.-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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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Kim K.-D., 2017b: 182) 
태초에는 국민(民)만이 존재 할 뿐이다. 왕이 어찌 존재하는가! 국민은 자연 공동체 

생활을 위하며 혹자는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 해결책 없이 헤매기도 한다. 마을 원로는 
공정성을 기치로 분쟁을 사심없이 해결한다. 이웃들은 원로의 판단을 준수하며 마을 
수장으로 그를 공경하기에 이른다. 타 마을에서도 분쟁이 일어나 해법 모색이 필요할 때 
출중한 지혜와 지식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원로를 찾는다. 마을 무리는 그를 
500가구의 수장으로 받든다. 500가구 마을에도 동일한 분쟁이 발생하나 지혜로운 원로가 
수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며 권위를 인정받는다. 마을의 수장들은 이로써 고을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고 고을 지도자는 그들 중 1인을 도를 이끌 지도자로 선택하여 그를 
군왕으로 부른다. 즉 군왕은 본래 마을의 우두머리인 사람이다. 통치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는 곧 절차를 통해 선출한 표자가 구성하는 통치를 상징한다. 국민은 원칙에 따라 
통치자를 폐위할 수 있다. “On King Tang”을 통해 다산은 “통치자 폐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한다. (Han Y.-U. 1971:33; Kim H.-S., 1979: 302; Shin Y.-H., 1997: 55; Kim 
K.-D., 2017b: 183):  

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늘이 비를 내리듯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가? 용천수 처럼 
땅에서 솟아나는가? 그렇지 않다. 다섯 亃(Lin)이 추 하는 lin의 족장은 5 가구에 의해 
뽑힌다. 그는 곧 縣(hyŏn)이 된다. Hyŏn의 수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이가 곧 顯正
(lord)가 된다. lord들이 추 한 이가 왕이 된다. 왕은 국민의 의지가 수렴된 자리다. 

국민의 의견이 수렴된 자가 왕이 되는 바 수렴이 없는 자는 왕이 될 수 없다.(천자) 
그러므로 5가구가 lin을 옹호하지 않으면 주민은 회의를 열어 새로운 지도자를 추 한다. 
Lin이 동의하지 않으면 25가구가 사안을 논의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 이와 마찬가
지로 lord가 왕을 옹호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다. 한마디로 5
가구가 lin을 교체하고 25가구가 새로운 수장을 뽑는 형식이다. 이것이 어찌 왕을 탓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동일한 원칙을 바탕으로 정약용은 ‘목민심서” 철학을 바탕으로 상향식 입법과정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논리를 역설한다. (Shin Y.-H., 1997: 58; and Yi S.-M., 
2009: 346-347; Kim K.-D., 2017b: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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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족장은 민심에 따라 입법을 하 고 제정된 법을 500가구 족장에게 제출하 다. 
500가구 수장 또한 민심에 의거해 입법을 완료하고 고을, 현, 도의 표에게 제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군왕에 전달된다. 그 결실로 이뤄진 법은 민심을 편안하게 한다.    

4. 맺음말: “유교적” 민주주의

본 저자는 고전 유교 교리에 심취하기보다는 작금의 현안인 동시  민주주의 재건과 
미래 인류를 위한 시사점에 더 주력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공자의 사상은 고 , 전 근

시  굳건한 왕조시 에 구상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 전제적 왕
권의 개념을 지우고 현  시민의 관점으로 시야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존
재하는 한, 국민우선주의, 국민중심 원칙은 국민을 위한 민주정부 성립 원칙에 필수이다. 

둘째, 지도계층, 특히 정부 관료가 도덕적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유교 원칙을 고
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지배적인 권력 및 특권 구조에 있는 정부관료뿐만 
아니라 비정부 역인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 사익을 탐닉하는 계층 또한 유교적 
교리에 입각해 기성 체제의 권위를 표하는 주요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Luce, 
2017: Kindle Locations 1449-1450) 이들은 역사적으로 특권을 향유한 반면 민중은 그
러지 못했기에 오늘날에도 특권층은 다수 국민과 척점에 있는 듯 보인다. Oxford 
Universal Dictionary(Onions, 1955: 478)의 정의는 다음의 시사점을 던진다. “민주주
의”는 “계급적으로 특권이 없는 일반 시민”이라고 1827년 정의되며 동 정의는 1827년 
즉, 19세기 초반 어로 채택된다. 민주주의는 특권이 없는 일반 시민이 특권층의 전유
물로 향유 되는 특권을 폐지하는 운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의 정치
적 관점에서 사회 조직의 원칙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목에서 유교의 특징을 더하여 정치 민주주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암묵적으로 논의된 바 로 민주주의의 주요 현안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민주 정치체제가 함축하는 가치의 본질을 고찰할 필
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삶의 가치로 일컬어지는 핵심개발가치(Core Development 
Values)를 간략히 들여다 봄으로써 가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Kim K.-D., 2017a) 가치
체계하에 가치 중심적 관점에서 개발은 개인을 위한 행복, 사회를 위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뜻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 도덕 문화적 창달을 
이룰 때 가치는 완전해 진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개인의 기회 확 , 사회의 질 
향상, 구조적 유연성 증 가 요구된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질적, 신체적, 정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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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기회 확 는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여 기회를 
늘리고 선택과 참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사회의 질적 성장은 사회적 경제
적 안녕,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력, 권익신장을 보장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다. 앞
서 언급한 내용이 사회개발을 위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략적으로 열거한 것일 수
도 있으나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를 구성하는 전반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데 의의
가 있다. 

공자의 관점에서 상기 가치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열거한 가치는 유형
의 가치로 인간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실용적 가치로 그 자체로 충분치 않다. 엘리트 
계층 특히 정부 관료들은 윤리적· 도덕적 청렴성을 바탕으로 말 그 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 사실 우리는 “공무원”, “공무”라는 말이 익숙하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섬김”이 아닌 “지배적” 관점에서 통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정작 세금을 냄으
로써 공무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이다.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국민이 이들을 맹
목적으로 따르고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무의 관념은 현  민주주의에서 타락 되
어 왔다. 진정한 공무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 공자의 교리에 충실해 공무원의 도덕적 
청렴성을 구현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유교 통치의 근본 이념이 10개의 한자로(孔子之道修己治人而已 : 
공자의 도는 제 몸을 닦고 남을 보살펴주는 것)로 구현됨을 역설한다. 이는 “공자의 철학
은 자기 수양과 시민 통치”임을 뜻한다. (Kim K.-D., 2017b:175, 207)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먼저 자기를 돌보고 이후 남을 살펴야 한다. Great Learning의 원
문은 다음을 강조한다. (Fung, 1983: 362)  

전세계에 계몽적 가치를 분명히 구현하고자 하는 현인은 우선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
는 사람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우선 가족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가족을 잘 다스리려
면 자기 수양을 먼저 해야 한다. 자기 수양을 하려면 마음을 고쳐야 한다. 마음을 고치려
면 생각에서 절 적 진심을 구해야 한다. 절 적 진심을 구하려면 지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지식의 폭을 넓히려면 사물을 잘 살펴야 한다. 

주요 기관의 리더들이 동 사상을 주지하여 자기 수양에 전념해 국민의 안위를 위
해 진정으로 봉사할 때, 민주주의는 번 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로 개인의 욕망을 다스
리고 특권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정약용
은 “진심”이 자기 수양, 가족 규율, 국가 질서, 세계질서를 천하에 가능케하는 핵심 요소
라고 설파한다. (Kim K.-D., 2017b:237) 그러나 진심을 바탕으로 자기 수양을 성심으로 
해낸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이 문제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현  철학자가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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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미국인 유교학자 Schwarts는 다음을 주창한다. (1985: 189) 
공자가 꿈꾸는 사회는 일흔이 넘어 자연스레 가능한 것처럼 예의 있는 행동이 곧 자연

스러워 지는 사회다. 이상에 그치는 일 일수도 있다. 공자 또한 현실과 먼 일임을 인지하
고 있다. 이러한 세상이 구현되려면 성인이 의식적 노력으로 끈질긴 자기 수양, 엄격한 
행동 절제, 치열한 자기 학습, 理 의 엄격한 수행, 정부의 애민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섣불리 이상을 접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공자의 철학을 통한 민주주의 재건의 
이상을 굽혀서도 아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와 관련된 일반 현안
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자 사상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미치는 향을 이미 얘기한 
바 있다. 동 맥락에서 관료를 선출하고 기용하는 과정에 한 개혁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 제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소 간략하게 시사점을 도출 해 볼 수 있
다. 우선 직접·간접 참여를 바탕으로 투 트랙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다. 정치 의사결정 과
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관련된 것이 첫번째이다. 두번째는 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량
의 인구가 모여 사는 현  사회에서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타운홀 미팅, 티파티운동 등을 통해 직접 참여의 뿌리가 확산
됨을 엿볼 수 있다. 진지한 숙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민
주주의의 실천적 절차를 활성화 하는 것이 그 요체다. 정치적 논의의 요체는 지리적으로 
풀뿌리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단계임을 시사한다. 국민들
이 미팅에 참여하여 정책 프로그램, 제안을 하는 것이지 탁상공론을 통해 정치에 매몰된 
관료가 그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하 미팅 플랫폼은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입후보
한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유의미한 정
보를 획득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두번째는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단계적 상향식 공천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1인1표 일반 선거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물론 프로
그램을 탐탁치 않게 느낄 수도 있다. 최고의 후보를 선출하는 기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에 한 안으로 앞서 언급한바 로, 지역단위에 공천(천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시 ,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현 시 에 표를 선
출하는 과정을 개선하여 국민에 의한 직접 참여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
엇보다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SNS등의 사례는 우리가 진지하고 성숙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때 근본적 문제가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안적 접근법으로 훌륭
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도 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능력주의에 입각한 선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1인1표식 광의의 경쟁 절차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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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능력주의는 관련 후보에 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숙지한 지역사회전문가의 추천
을 바탕으로 표를 선출함을 뜻한다. 동 과정에 의해 선출된 표는 의회에서 입지를 
선점하여 전문가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물론 당선이 된 후 특권을 배제하여 정치를 하
겠다는 뜻을 천명하여 지배가 아닌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 동일한 원칙을 일반 선거과
정을 통해 선출되는 표자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직에 적용되는 
기준은 한층 더 엄격하고 강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무원시험을 통해 기용을 할 때 동아시아 국가는 유교적 이념에 따른 접근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분명 장점이 있지만 개혁을 통해 시험의 유용성 및 실
효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할 뿐 시험 자체는 본연의 기능을 그

로 유지해야 한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2개 주요 현안에 해 몇 가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책임성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숙의는 명
실상부한 민주주의의 중추적 뼈 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느림의 통치다. 실제로 신속
한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신중하고 성
실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기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가령 맹자는 통치자(관료)가 의사결
정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맹자는 “모든 신하가 가치 있는 인재라
고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모든 훌륭한 신하가 가치 있는 인재라고 해도 그것 또
한 충분치 않다. 모두가 그렇다고 해도 군왕이 비로소 그 가치를 볼 때 기용해야 한다.”
라고 Hsüan에 제언을 함으로써 시사점을 던진다. (Chan, 1973: 61) 맹자는 숙의의 과
정을 거쳐 기용을 하고 선출하는 과정에 해 추가로 제언을 하며 최종 결정은 민심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선출직 표자는 유권자와 상시 만나 중요 현안을 논의해 이를 입법 동
력으로 삼고자 노력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만남이 당면 현안을 두고 공론화를 할 최적
의 출발점일 것이다. SNS또한 훌륭한 채널로서 선출직 표자가 온라인 상에서 좀 더 
친 하게 여론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절차가 반드시 선출직 
공무원에 국한 될 필요는 없다. 행정직 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전세계 민주주의 현주소를 숙고해 보며 본 저자는 협소하게나마 공자의 전통에서 기본 
뼈 를 얻어 가능성을 탐구해 보았다. 현 시점에서 위기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방향을 설
정하여 재건을 구상하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감히 제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문
가치포럼을 통해 유용한 생각을 나누어 전세계 지성인들이 머리를 맞  탐구하고 논의하
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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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volves external and internal constraints on disruptive forms of behavior. Structural-functionalism, 

with its emphasis on value consensus, has been out of favor since the tumultuous days of the 1960s, 

but now appears to be making a comeback. 

  Central tenets of Confucianism are quite similar to this paradigm: the emphasis on harmonizing  

various components of society; agreement on basic values; correct performance of the roles associated 

with one’s status (position) in society; education as a means to convey values and also provide 

channels for upward mobility regardless of background. Another important element is the importance of  

 elites setting a moral example for the people. This is critical to resolving conflicts peacefully and 

preserving institutions across time. 

  However, in today’s world, elites are setting a very negative example, in particular, through 

permissiveness of naked expression of hatred, extremism, intolerance, incivility, disrespect, refusal to 

compromise and harmonize, celebration of ignorance and disdain for knowledge and expertise, and of 

self-cultivation for service to society. This is somewhat similar to the social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Confucius lived and which stimulated his philosophy of how to bring about social order that he 

tried to teach to leaders. 

  Given the moral issues with current leaders, it is necessary that civil society step up to find ways to 

achieve stability and harmony. Confucianism offers hints about ways to think abou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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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현대 대만 루트리지출판사 핸드북 “반환 및 권위주의 KMT 통치” 

2015 소액금융 및 중국몽, 중국몽 : 중국의 신흥 리더십 및 미래 영향 

“2013 복잡성 양상 :대만 다시배우기, 모바일 호라이즌 : 양안간 역학”

“2013 아시아학 뉴질랜드 저널, 갈라진 입술, 벌어진 치아 : 김정일 사후 북중관계 모색”

2010 “아시아 서베이 2009 대만: 무너지는 산사태”  

2009 공산국가의 실직노동자 : 중국적 관점에서 본 실업 

2009 아시아서베이 “2008 대만 : 말을 위한 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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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유교 사회학 및 사회질서 

키 워 드 사회질서 

  무질서는 동시대를 규정짓는 단어다. 그 연유로는 시장화, 세계화에 대한 대중들의 봉기, 억압, 불평등, 국내 및 

국제이주, 포퓰리스트 정치인, 다양한 불협화음을 들 수 있다. 무엇이 사회질서를 구성 하는가는 사회학에 있어 중

차대한 문제다. 문제요소중 하나로 파괴적 행동에 대한 외재적·내재적 제약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격동기 이

후, 가치합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구조적기능주의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유교의 핵심기제도 현재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 사회 내 다름을 조화로 아우르기, 기본가치에 대한 합의, 직위

에 맞는 적합한 역할 수행, 가치구현 및 신분상승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특이 

그러하다. 또 다른 핵심요소로 도덕적 모범으로서 엘리트가 대중에 가지는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들

은 평화적 갈등해결, 항구적 제도 보존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엘리트가 증오, 극단주의, 편협, 낮은 시민의식, 존중의식 제로, 타협 및 조화 거부, 무

지함, 지식·전문지식·자기발전 경멸 등을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정적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공자가 살았던 정치사회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공자는 지도자들에게 사회질서 구축을 핵심 철학으로 

설파한바 있다.

  현 지도자들의 도덕적 문제를 감안할 때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안정과 조화를 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유교가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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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Sociology and Social Order

Thomas B. Gold(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o Zedong is alleged to have said, “There is great disorder under heaven; the 
situation is excellent” (天下大乱, 形势大好). Throughout his long life he played the role of 
Disruptor-in-Chief, repeatedly upending the institutions that he and his comrades had created 
to establis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n he felt that they violated his vision of 
what the New China should be or challenged his right to decide this. Throughout his life 
he also repeatedly criticized Confucianism and much of Chinese tradition - “the four olds” 
(customs, culture, habits and ideas) with the exception of the violent, brutal, and 
authoritarian philosophy of Legalism. Only a few years before his death on September 9, 
1976, he backed the Campaign to Criticize Lin Biao and Confucius, an odd couple if ever 
there was one. The essence of the campaign was that Lin Biao advocated the Confucian 
urge to “discipline yourself and restore the rights,” (克己复礼) implying that his former 
close comrade-in-arms and successor plotted to restore the old reactionary Confucian system 
to achieve “humaneness” (仁) instead of class struggle to destroy the enemy through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Mao had launched the Cultural Revolution in 1966 with the call to “Bombard the 
Headquart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hat he asserted was dominated by 
those in power who wanted to take China on the capitalist road. Externally, he promoted 
exporting revolution, both to overthrow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and to bring down 
the world system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so that a new world 
order could be born led by the formerly downtrodden and exploited masses. In sum, he 
advocated “great disorder” at home and abroad.

For a few decades after Mao’s death, the world seemed to be headed in ju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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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he opposed: the Soviet Union had collapsed along with the other communist states 
in Eastern Europe; the Cold War had largely ended with the U.S. the clear winner; the 
Third Wave of Democracy had spread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East Asia on China’s 
periphery; the CCP had drastically shifted its focus away from class struggle and 
revolutionary socialism to the Four Modernizations to grow the economy and improve the 
material standard of living of the masses; and the CCP itself officially advocated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 (和谐社会) at home as well as a harmonious external environment 
that would be conducive to China’s modernization project. In addition to appropriating this 
key Confucian concept, Confucius’s home and grave in Qufu, Shandong was ostentatiously 
restored and turned into a tourist attraction. A large statue of Confucius was placed for 3 
months outside the History Museum in Tiananmen Squar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situation has taken a drastic turn more in the 
direction of Maoist disruption. The most egregious example is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another self-styled disruptor, to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But we have 
also seen anti-democratic populist movements and the rise to power of dictators around the 
world, and the weakening of many institutions designed to advocate dialogue and mutual 
interdependence as a way of preventing more wars. Why has this happened?

One frequently cited explanation can be traced to Karl Polanyi’s concept of “the 
double movement.” Namely, with the global rise and spread of neo-liberal market capitalism 
there has been a counter-movement from below to advocate for social protection. Increased 
inequality within and between nations has also spawned populist movements, with 
demagogic figures calling for restructuring the world system. High levels of migration due 
to political unrest, economic collapse, ethnic conflict and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also 
disrupted institutionalized social patterns. The spread of technology has also facilitated 
contact and coordination of many movements, including terrorists, which also spreads chaos. 
As Samuel Huntington pointed out in the 1960s, modernization and attendant social change 
bring about calls for political inclusion and change that the political systems are unable to 
manage, leading to what he called “political decay.” There are so many changes underway 
at the local, domestic, regional and global levels, moving at different speeds, intertwining 
and spinning away that it certainly looks as if nothing and no one can bring about any 
semblance of order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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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social order is central to Sociology. The two main paradigms in 
the field  - conflict theory and structural-functionalism - approach this issue from opposite 
directions. From a Marxist-conflict perspective, what passes for “order” is little more than 
the effective domination by one class over society. In capitalist society, this power is held 
by the bourgeoisie and its agents (“executive committee”) who control the state and levers 
of political power along with power in every other field of social life. Theorists in the 
Marxist tradition, such as Gramsci, Foucault and Bourdieu elaborate on ways in which this 
domination pervades social life, even becoming inscribed within our bodies so that we learn 
to discipline ourselves and not challenge the basic institutions. They see resistance of all 
kinds against this domination as positive.

Coming from the structural-functionalist perspective, theorists such as Durkheim and 
Parsons argue that key to social order is “value consensus” at the highest level of 
abstraction, even if we are not aware of it. It is a matter of “consensus” and not 
“domination.” Society is like a living organism whose parts need to work together 
harmoniously for the organism to survive and adapt to any challenges that might emerge in 
its environment.  Members of society need to find ways to work together to identify 
problems and figure out ways to solve them peacefully.

I would argue that Confucius’s approach to the problem of social order most 
closely resembles that of the structural-functionalists. Most importantly,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harmonizing the various components of society. Rather than taking extreme 
positions, it was critical to identify the middle ground around which actors could agree in 
order to avoid system collapse. This implies a consensus on values, particularly among the 
elite, that is, scholar-officials who are “superior men” (君子) in this system.  The 
educational system in traditional China was highly ideological, so that the process of 
becoming literate was also a process of indoctrination into the official value system and the 
ability to articulate it, embody it, and instruct the uneducated and unsophisticated masses on 
what constituted proper behavior. The meritocratic civil service exam was basically a test of 
how well one had mastered the ideology.

In Confucian structural-functional sociology, society comprises statuses or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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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pecific roles, or behavior, identified with each status. Central to education is 
conveying the ideal standards of performance for each status. When everyone was aware of 
these standards and behaved accordingly, then society would be harmonious and social 
order prevail. Should people fail to perform as expected, they would be  subject to the 
“rectification of names”（正名), that is, to ensure that the name of the status, e.g., official, 
and the behavior of the person who occupied the status, were aligned. Of course, this 
served to reinforce the power and position of the elite, but the system was not a feudal 
closed one. Through education, people of low social position could move up, although the 
chance that they could be spared the time and expense of getting an education and 
preparing for the rigorous exams was slim. Unlike the Legalists, whose philosophy was 
nakedly based on brutality, Confucianism was presented, like structural-functionalism, as a 
largely benign way of selecting, training and utilizing the people who best embodied and 
exemplified the values of the elite. The superior man was expected to continue to reflect 
on his behavior and cultivate his innate ethical    nature in order to do a better job 
throughout his life. “Small people” (小人) should take superior men as role models.  

Confucianism stressed not only the importance of correct, ritualized behavior in a 
social status, but also proper relationships with others. Discipline and ritual were key to 
this, although ritual also implies a certain amount of feigned compliance – understanding 
expected behavior and performing as such, even if not believing in it.  The superior man 
(and it was indeed a highly gendered society) was also charged with being a moral 
exemplar, setting and manifesting correct behavior for the common folk.  The Confucian 
system (including the work of Mencius) was determinedly hierarchical, and people needed 
to recognize not only the requirement of their role but also how to be subordinate, if 
necessary, to those above them in the hierarchy.

The world we live in now too closely resembles the world of Confucius himself.  
That was characterized by great disorder and he devoted a major part of his life to 
traveling around speaking to local political leaders trying to educate them in his philosophy 
so that they might rectify the people working for them and living under them, to bring 
about peace and stability. “Rectification” included educating leaders so that their behavior 
and that of the officials under them were harmonious with “heaven” as a way of ensuring 
harmony with the natural world and avoidance of natural disasters that signaled a fail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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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 and maintain standards. Civilization requires that we curb our animal instincts and 
learn how to work together, respecting that there are values and institutions larger than 
ourselves that serve to constrain and enable our behavior. In too many places at present, 
the restraints imposed by “civilization” appear to have been weakened, so that people think 
it is acceptable to say and act on their basest instincts, no matter what the consequences. 

From a Maoist perspective, the world today offers great potential for overthrowing 
the powers that be and destroying us all, but it has no vision for what the new world should 
look like.  The level of political discourse has plummeted to new lows. Trump’s mocking of 
the idea of acting “presidential” and his behavior at the United Nations, full of bombast and 
name-calling, sets a very low bar for other leaders, but I see no leader offering a vision of 
how to establish a set of values that could be widely accepted and not just acknowledged 
and ignored. “Confucius Institutes” promoted and established by China around the world, are, 
to my mind, cynical appropriations of a recognized name; but rather than promoting 
“understanding” are little more than a propaganda tool to convince people that China is a 
non-threatening benevolent nation that wants to do good for underdeveloped nations and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Universities with Confucius Institutes that attempt to invite 
the Dalai Lama to speak or discuss “sensitive” issues such as Falungong are subject to 
threats and intimidation. There is no hegemonic ideology or set of values today beyond either 
neo-liberalism at one end and “making X country great again” at the other.

Given the moral bankruptcy of so many political leaders, I stress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of citizens banding together to address issues primarily at the local level, 
bypassing elites, though possibly attempting to educate them about issues and the 
importance of taking a stand for justice. Of course, as we have seen, this sort of 
organizing can also lead to populist extremism that does not respect the interests and 
conditions of others, resulting in intolerance and violence. As happened in China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and what might be germinating now, the breaching of social order can, 
ideally, result in a deep reflection over society’s values and where things went wrong, and 
what might be done to right the ship, restore some semblance of harmony and peace, and 
move forward. In a well-received commencement address at the Yenching Academy of 
Beijing University, an American student, Cody Abbey, advocated the Confucian idea of 
trying to achieve “harmony despite difference,” something that had worked with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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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mates from around the world. 

I regret that I find that Confucianism offers powerful tools for analyzing social 
problems, but, as with other philosophies across the spectrum, at this stage suggests little in 
the way of practical policy beyond the local level. At this critical juncture in world history, 
alas, Mao seems victorious.  天下大乱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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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사회학 및 사회질서 

Thomas B. Gold(UC버클리) 

마오쩌둥은 “천하가 혼란스러울 때 세상은 태평하다(天下大乱, 形势大好)”라는 말을 남긴바 있
다. 장구한 생 동안 마오쩌둥은 이른바 최고파괴자 역할을 자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기
반이 된 제도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렸다. 새로운 중국에 위배되는 제도라면 폐지도 불사한 것이
다. 또한 마오쩌둥은 지속적으로 유교와 중국전통의 상당수를 비판하며 “4  구습(관습, 문화, 
습관, 사상)”타파를 설파했다. 다만 법치사상만은 맹렬하고 치열하게 권위를 바탕으로 수호해왔
다. 1976년 9월9일 사망 무렵, 임표(린뱌오)와 공자 두 인물을 비판하는 세력에 가담했는데 이 
두 인물은 다소 기이한 조화라 하겠다. 비판운동의 시발점은 임표가 동지 및 후계자를 상으로 
“자기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른다(克己复礼)”는 유교주의를 주창하여 반동적유교체계를 부
활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즉, 프롤레탈리아주의로 적을 타파하는 계급투쟁을 하지 않고 인(仁)
을 추구하려 한다는 생각에서 비판운동은 출발한다. 

마오는 1966년 문화혁명을 주창하며 중국 공산당(CCP) 중심부를 습격하라는 구호를 내건다. 
중국을 자본주의로 물들이려는 세력이 공산당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 다. 외적
으로 마오는 혁명을 확산해 정부를 타도하고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와해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 억압받았던 민중이 이끄는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킬 것을 주창하며 

내외적으로 “위 한 무질서” 확산에 목소리를 높 다. 

마오사망이후 수십년간 세계는 그가 주창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했다. 동구권 
공산국가를 필두로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의 승리로 냉전이 종식된다. 제3민주주의 물결이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며 이는 동아시아와 중국의 변방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공산당은 시야를 
전환하여 계급투쟁 및 혁명적 사회주의가 아닌 4  현 화에 방점을 둔다. 경제성장과 물질적 
삶의 기반 향상이 곧 주요 목표로 부상한다. 공산당이 주체가 되어 조화사회(和谐社会)건설을 주
창하며 동시에 중국 현 화 사업에 긴요한 조화로운 외부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더 나아가 산둥
성 취푸시 공자 생가 및 묘지를 화려하게 재정비하며 이 지역이 관광명소가 되는데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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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공자동상은 천안문광장 역사박물관 옥외에 3개월간 전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양상은 마오주의자식 파괴주의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예측불가 파괴주의자 도널드 트럼프의 미 통령당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반 하는 포퓰리즘 운동, 독재자의 발호, 화와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전쟁방지를 주창하는 다수 기관의 세력약화 등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도 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담론으로 칼폴라니의 “이중적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신자
유시장 자본주의의 세계적 부상 및 확산에 한 반 급부로 사회적 보호를 주창하는 반 운동도 
동시에 고개를 든 것이다.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 고조는 포퓰리즘 운동을 야기하고 선동적 인물
들은 이를 틈타 세계질서를 재구성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불안, 경제붕괴, 인종갈등, 환경재앙으
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선택함에 따라 사회의 제도와 체계는 무너지고 있다. 기술의 
확산은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 세력들의 접점을 확산시키며 혼란을 가중시킨다. 사무
엘헌팅턴이 1960년 주창한 로 현 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동시에 정치적 포용 및 변화
에 한 강력한 목소리를 불러오나 이는 정치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서 궁극에 이르러서
는 소위 “정치적부패(political decay)”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국가, 역내, 범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그 정도와 속도가 상당하여 질서와 평화수립의 가능성마저 의심케 하
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질서의 문제는 사회학에 있어 핵심 사안이다. 두 개의 주요 패러다임 즉 갈등이론과 구조
적기능주의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동 사안을 접근해보자. 우선 마르크스 갈등주의 관점에서 보면 
“질서”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
한 권력은 부르주아와 측근세력이 국가와 정치력을 향유함으로써 사회 곳곳에서 행사하게 된다. 
마르크스 전통 이론주의자중 특히 그람시, 푸코, 부르디외가 주창한 이론은 지배구조가 사회 내 
만연하여 신체에 흡수될 정도로 고착화되어 스스로를 규율하고 나아가 기성 제도를 순응하고 만
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착화된 지배세력에 한 모든 종류의 저항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구조적기능주의 관점에서 뒤르캠, 파슨스와 같은 이론주의자들은 사회 질서의 핵심은 최고수
준의 “가치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는 부지불식간에 구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질
서를 “지배”가 아닌 “합의”의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사회는 생물체와 같아 각 구성요소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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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롭게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조직이 지탱되고 각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구성
원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자의 사회질서 문제 접근법은 체로 구조적기능주의와 궤를 같이한다. 무엇보다 공자는 사
회 내 각기 다른 구성 요소의 조화를 강조한다. 극단론을 고수하기보다는 중간지 를 찾아 각 
주체들이 합의를 꾀하고 붕괴를 막을 것을 강조한다. 특히 엘리트, 학자, 관료 계층이 가치에 
한 합의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들이 곧 시스템 내 학식과 덕행이 높은 ‘군자(君子)’가 됨
을 뜻한다. 중국 전통 교육체계는 고도로 이념화되어 문맹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마치 공식 가치
체계로 흡수되어 그 가치를 표현하고 구현하여 무지하고 무매한 민중들에게 예법 및 행동방식을 
교육시키는 것과 같다. 즉, 실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념 함양 및 고양 정도이다. 

공자 구조적기능주의 사회 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계층, 직위, 전문 역할, 행동이다. 각 
계층에 맞는 이상적 기준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만인이 이러한 기준을 인지하고 구
현할 때 사회는 조화롭고 사회질서가 구축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들은 이름을 바르게 하는 
정명(正名) 과정을 거침으로써 직위 및 계급에 맞는 행동양식을 갖춰야 한다. 물론 엘리츠 계층
의 권력과 지위를 고착화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폐쇄적 봉건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다소 희박하지만 교육을 통해 평민이 계층 상승을 꾀할 수 있었다. 법치
주의자가 잔인성을 바탕으로한 철학을 추구한 것과는 조적으로 유교는 구조적 기능주의와 흡
사하게 엘리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이를 솔선수범한 인재를 엄선, 훈련, 등용하는 것을 표
방한다. 우수한 인재는 지속적으로 자성하고 내면의 도덕성을 고양하여 평생에 걸쳐 발전을 하
며, 소인은 곧 이들을 역할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는 사회지위에 맞는 의식적 행동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정립의 중요성도 강
조한다. 의식에 다소 허위의식이 포함될지언정 수련과 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믿음에 
기반 하지 않더라도 그에 맞는 행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도로 계층
화된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는 도덕적 모범이 되어 민중들에 행동 표본이 되어야할 책무가 있었
다. 맹자를 비롯한 유교체계는 본질적으로 계층적이기 때문에 본인 역할 요건 이해뿐만 아니라 
상위계급에 한 순응법을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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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는 공자시 와 상당히 흡사하다. 거 한 무질서가 횡행한 공자시  공자는 전국 방방곡
곡을 누비며 지방 정치지도자들의 인식을 교정하여 자신의 철학을 전파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
고자 했다. “교정”이라함은 교육을 통해 산하 관료의 행동을 정제하여 하늘과 조화를 꾀하여 뜻
을 받들어 자연 재해를 막는 것이다. 문명이라 함은 금수적 본능을 억압하고 타인과 협업하여 
더 큰 가치와 제도를 추구하여 행동을 교정함을 뜻한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문명”에 뿌리
를 둔 제약들이 점점 약화함에 따라 결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본능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오주의자는 우리를 좀먹는 권력을 전복할 수 있는 위 한 잠재력이 동시 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과연 신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한 비전은 여전히 부재하다. 정치적 담론은 최악
의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막말과 독설로 얼룩진 트럼프 통령의 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빙자한 UN연설은 상황이 얼마나 더 바닥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인지와 무
지의 문제를 떠나 만인이 수긍할 가치를 비전으로 설정하는 지도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다. 중국이 창안하고 주창하는 “유교적 제도 및 기반”은 냉소적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곧 중
국은 비위협적인 박애국가로 저개발 국가에 선의를 행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나라임을 선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유교적 기관을 둔 학들 중 달라이라마를 초청해 파룬궁과 같은 
민감 사안을 논의하는 기관은 위협과 억압에 시달린다. 신자본주의냐 자국우선주의냐라는 양자
택일이 있을 뿐 이를 초월한 가치체계는 부재하다. 

다수 정치지도자의 도덕성 부재가 횡행한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의 단합은 중요하다. 
시민사회가 나서 지역 현안을 지역차원에서 해소하여 굳이 엘리트를 거치지 않고서도 정의구현에 
앞장서고 이를 교육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례가 입증하듯 이와 같은 시민운동이 극
단주의 포퓰리즘으로 번져 타인의 이해관계와 권리는 아랑곳 하지 않아 편협과 폭력이 만개할 수
도 있다. 문화혁명이후 중국이 그랬듯 이상적인 경우라면 사회질서 유린이 사회가치를 깊이 성찰
하여 반성하고 현상을 타파하여 조화와 평화를 바탕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북
경  옌칭아카데미 졸업 연설에서 미국 유학생 Cody Abbey는 다름을 딛고 조화를 꾀하는 유교사
상을 주창하며 교실 내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이미 동 사상을 체감하고 있음을 설파하 다. 

안타깝게도 유교라는 사상이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함과 동시에 여타 철학
과 마찬가지로 지역단위를 초월한 실용적 정책으로는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
차 한 시기에 마오가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싶다. 정말이지 ‘天下大乱’의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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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중국철학내 기이론 추적’, ‘중국전통철학 개요’, ‘기이론’, ‘박애주의론’ 外 200여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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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워 드 유교, 일반적 ‘도’, 유산, 증감변화, 구시대, 새로운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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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회조화 중시를 의미한다.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에 이르는 동안 사회경제, 정치체계, 교육체계, 사상 등에

서 주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가도에서 현대사회에 맞는 유교의 “일반 도” 계승 및 전승, 유교

사상에 증감요소 반영, 현대 사회조류 적응, 변혁 및 최적화 현안이 유교의 “새로운 과업(New Missions)”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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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家文化的“常道”与“新命”
                          

李存山(中国社会科学院)

一、“常道”与“新命”解题

孔子“祖述尧舜，宪章文武”，删述六经，创建儒家学派。如著名学者柳诒徵在《中国文化
史》中所说：“自孔子以前数千年之文化，赖孔子而传；自孔子以后数千年之文化，赖孔子而
开。” （上海古籍，2001第263页）在这一起承转合中，孔子对华夏文化的相“因”继承和“损
益”发展有着自觉的意识。他在回答子张问“十世可知也”时说：“殷因于夏礼，所损益，可知
也；周因于殷礼，所损益，可知也。其或继周者，虽百世可知也。”（《论语·为政》）这里的
“因”即相因继承，可以说就是文化连续性发展的“常道”，而“损益”就是对原有的文化有所减
损和增益，从而实现文化创新性发展的“新命”。

孔子说“百世可知也”，据古注，“父子相继为世”，一世三十年，“百世”就是三千年。孔子
距离我们已有两千五百多年，而我们现在也仍处在孔子所说的“百世”之内。孔子对文化发展
既有相“因”又有“损益”的认识，符合文化发展的辩证法，因此，它也仍适用于现代。

“常”或“因”是文化发展的连续性，而“变”或“损益”就是要实现文化发展的“新命”。《诗经·

大雅·文王》说：“周虽旧邦，其命维新。”冯有兰先生曾指出：“就现在来说，中国就是旧邦
而有新命，新命就是（实现）现代化。”我们要“努力保持旧邦的同一性和个性，而又同时
促进实现新命”（《三松堂自序》，1998，第349、354页）。

二、反思儒家文化的“常道”

孔子讲了夏、商、周三代之礼的相“因”和“损益”，但他并没有说出此相“因”的具
体内容是什么。后儒对此有解释，我们是否能够接受后儒的解释呢？我们站在新的历史高度
能否对此有新的理解呢？这是需要我们反思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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汉儒董仲舒有“三纲”和“五常”之说，这两说都受到后儒的重视，而把“三纲”与
“五常”连言，且把“三纲五常”说成就是夏、商、周三代所“因”者，始于东汉末的经学
家马融。曹魏时期何晏的《论语集解》在解释“殷因于夏礼”章时引马融之说：“所‘因’，谓三纲
五常也；所‘损益’，谓文质三统也。”自此之后，凡是对“殷因于夏礼”章的注解，如南北朝时
期皇侃的《论语义疏》、北宋初年邢昺的《论语注疏》、以及南宋朱熹的《论语集注》，都众
口一辞，采纳了马融之说。直到近代康有为的《论语注》，对这一章的解释才有变化。

我认为，“三纲”之说实际上是汉儒为了适应“汉承秦制”而作出的“损益”，它是一种“

变”，而非儒家文化的“常道”。那么，何为儒家文化的“常道”呢？我认为，儒家文化真
正的“常道”应是先秦儒家与秦后儒家所一以贯之、始终坚持、恒常而不变、具有根本的普遍
意义的那些道理、原则、理想或理念。以此为判据，儒家文化的“常道”可以说是：崇尚道
德、以民为本、仁爱精神、忠恕之道、和谐社会。

在这五条中，崇尚道德、以民为本、和谐社会的价值取向从“祖述尧舜，宪章文武”就已
是如此了。而孔子把“仁”提升到道德的最高范畴，仁之本是“孝悌”，仁之义是“爱人”，此“爱
人”是由“亲亲”“敬长”而“达之天下”的人类普遍之爱，进而可以泛爱万物，即孟子所说“亲亲而
仁民，仁民而爱物”。此普遍之爱的行仁之方就是“忠恕”，亦即“己欲立而立人，己欲达而达
人”，“己所不欲，勿施于人”。这五条是儒家文化的“常道”或“核心价值”。

三、继承“常道”，实现“新命”

儒家文化有其优秀的传统，但是近代以来在“数千年未有之变局”中面临着实现现代化
的“新命”。而要实现这一“新命”，就必须有所“损益”。“损”就是要损掉那些“陈旧
过时或已成为糟粕性的东西”，而“益”就是要增益那些具有普遍性的现代性的内容，将其
与儒家文化的“常道”相融会贯通，从而实现儒家文化的创造性转化和创新性发展。

汉代的王充曾经说：“知古不知今，谓之陆沉”；“知今不知古，谓之盲瞽”（《论
衡·谢短》）。我们既要知古又要知今，也就是要“通古今之变”，而且要知道“变中有
常”。那么，在古今之间有哪些重要的变化呢？我认为，起码有五个方面的变化是最重要
的。首先是在社会经济方面，从以农业为主的社会已经转变为以工商为主的市场经济；第二
是在政治制度方面，从君主制已经转变为民主共和制；第三是在教育制度方面，从服务于君
主制的科举制已经转变为服务于社会多种需要的现代教育制度；第四是在思想观念方面，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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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学的“权威真理”的思维方式已经转变为广义的“哲学”或“学术”的思维方式；第五是
在国际关系方面，从“夷夏之辨”的“宗主国”意识已经转变为现代“民族国家”的国际新
秩序。这五个方面的变化，虽然还存在着许多问题，但是要想变回去，已经不可能了。我认
为，儒家文化要实现现代化的“新命”，一方面要协调、适应这五个方面的变化，另一方面
也要转化或优化这五个方面所出现的问题。

1.儒家文化与市场经济：关键是要正确处理现代社会的“义利”关系问题。儒家文化一方
面要与市场经济相结合，另一方面也要限制市场经济带来的负面因素。儒家文化在市场经济
中应是主张“生财有大道”，“遵义而兴利”。同时，发展市场经济不能以破坏生态环境为代
价，在市场经济中应该发扬儒家的“仁民爱物”思想，即不仅要有社会伦理，而且要有生态伦
理。

2．儒家文化与民主制度：严复曾经说，西方文化是“以自由为体，以民主为用”。要建
立现代性的民主制度，就必须有自由、平等、人权、法治等观念作为价值支撑。同时也应看
到，西方文化由于过度强调个人的自由，故其民主制度也有种种弊病。而儒家文化的民本思
想重在社会整体利益的协调，因此，我主张中国的民主制度应该是“以民本和自由为体”，由
此建立有儒家文化特色的民主制度。

3．儒家文化与现代教育制度：中国近代的学制改革是从晚清的“壬寅学制”和“癸卯
学制”开始，这两次学制改革已基本上采纳了西方近代以来的学科设置，以后延续至今。现
在反思起来，它所注重的是工具理性，主要传授的是实用知识，也就是它更重视“达用”，

而在“明体”方面即在人文素质、道德修身等方面有所不足。特别是中国改革开放、进入市
场经济以来，教育的功利化、市场化趋势明显，师生的人文素质、道德水平有所降低。与此
形成张力的是，近年来的“国学热”“儒学热”和“书院热”也逐渐兴起，它应该与现代教
育制度形成互补，成为新时代的“明体达用之学”。

4.儒家经学与广义的“哲学”思维方式：古人云：“经者，常也。”在儒家的经书中蕴含
着中国文化的“常道”，这是我们要传承和弘扬的，但是并非经书中的全部内容都是万古不易
的真理。在当今社会有一部分人可以对儒教或儒家的经书采取宗教信仰的态度，但是当今时
代毕竟“已入研究自由之时代”，如何通过广义“哲学”或学术的“博稽众说而唯真理之从”（王
国维语）的方式来确定儒家文化的价值，并使其在现代社会发挥重要的积极作用，这便是儒
家文化在思想观念或学术领域所要实现的“新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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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仁者爱人”与现代“民族国家”的国际新秩序：儒家文化是以“仁者爱人”为核心思想或最
高范畴。这包括爱世界上人类所有的人。但是受中国古代历史和地理环境的局限，中国传统
的“协和万邦”不免与“夷夏之辨”的“宗主国”意识结合在一起。突破这种局限，形成近现代的
“民族国家”概念，并且主张各民族国家一律平等，这是中华民族在近代饱受帝国主义列强的
欺凌，从而被动地进入“世界历史”才逐渐形成的。汲取近一二百年“民族国家”之间发生的冲
突和战争，我们有必要传承和弘扬儒家文化的仁爱精神、忠恕之道、和而不同的理念，建构
新的国际秩序，反对民族国家之间的弱肉强食，避免陷入所谓“修昔底德陷阱”（ the 

Thucydides Trap)，以保障人类的和平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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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문화의 常道와 新命

이존산(李存山, 중국사회과학원)

1. 常道와 新命

공자는 ‘요순을 따르고 문왕과 무왕을 본보기로 삼는다(祖述堯舜，憲章文武)’를 기반으로 육경
(六經)을 저술하고 유가학파를 창설하 다. 중국의 저명학자인 류이징(柳詒徵)은 중국문화사에서 
‘공자 이전의 수천 년의 문화는 공자에 의해 전해졌으며, 공자 이후의 수천 년의 역사는 공자에 의
해 만들어졌다’고 했다(上海古籍, 2001년, 263페이지). 그 과정을 살펴 보면 공자는 화하문화(華夏
文化)’의 계승(因)과 시 에 맞춘 변화(損益)의 필요성을 일찍이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자장(子張)
이 ‘열 왕조를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바탕 삼았으니 덜고 더
한 바를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바탕 삼았으니 덜고 더한 바를 알 수 있다. 그 누군
가 주나라를 잇는 자라면 비록 백세라도 알 수 있다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周因於殷禮,所損
益,可知也,其或繼周者,雖百世,可知也)’고 했다 논어(論語)ㆍ위정(爲政)’. 여기서 ‘因’은 계승을 의
미하는 바, 문화의 연속적 발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常道라 할 수 있으며, ‘損益’은 기존 문화의 일
부를 덜어내거나 더하여 문화의 혁신적 발전인 新命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주(古注) 따르면, ‘世는 부자 간의 계승(父子相繼為世)’ 1세는 30년이므로 공자가 말한 ‘백세
라도 알 수 있다(百世 可知也)’는 3천 년을 뜻한다. 공자가 살아있던 시 가 지금으로부터 2500
여 년 이전의 시 이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 는 여전히 공자가 말한 ‘百世’에 포함된다. 문
화의 발전에 있어 공자는 계승(因)과 더하고 덜어냄(損益)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화 발
전의 변증법에 부합하며,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바이다. 

‘常’ 또는 ‘因’은 문화 발전의 연속성을 의미하며, ‘變’ 또는 ‘損益’은 문화발전을 위한 ‘新命’
을 뜻한다. 관련하여 시경· 아·문왕(詩經·大雅·文王)에서는 ‘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그 천
명은 새로워졌다(周雖舊邦其命維新)’고 하 고, 핑유란(馮有蘭)은 ‘오늘날 중국은 오래된 나라이
지만 新命을 갖고 있으며, 新命이란 현 화 (실현)을 뜻한다’고 하 다. 우리는 오래된 나라의 
동일성과 개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新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삼송당자서(三松堂自序), 1998년, 349페이지, 3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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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문화 ‘常道’에 대한 반성 

공자는 하상주 3 의 禮를 계승하고(因) 더하고 덜어내야(損益) 한다고 하 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승할지에 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훗날 유가에서 이에 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과
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인가? 새로운 역사의 관점으로 이에 한 새로운 이해를 구할 
수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반성이 필요하다. 

한 의 유학자 동중서(董仲舒)는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제시하 는데, 훗날 유학이 이
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삼강’과 ‘오상’을 묶어 ‘삼강오상’을 하상주 3 의 계승자이며, 동한 말
기의 경학자 마용(馬融)에서 비롯되었다고 하 다. 조위시기(曹魏時期-조조의 위나라) 하안(何晏)
의 논어집해(論語集解)는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바탕으로 삼았다(周因於殷禮)’ 구절에 한 
해석에서 마용의 학설을 인용하며 ‘因이란 삼강오상을 뜻하고 損益은 문질삼통(文質三統)이라 하

다. 그로부터 남북조시  황간(皇侃)의 논어의소(論語義疏), 북송 초기 형병(邢昺)의 논어주
소(論語注疏), 남송시  주희(朱熹)의 논어집주(論語集注)모두 마용의 학설을 채택하 고, 근

에 이르러서야 캉유웨이(康有為)의 논어주(論語注)에서 이 구절의 해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필자는 ‘삼강’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한나라 유학이 ‘漢承秦制(한나라는 진나라의 여러 제도
를 계승)’에 적응하기 위해 내어놓은 損益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종의 ‘變’이기에 유가문화의 
‘常道’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가문화의 ‘常道’란 무엇인가? 필자는 유가문화에서 말하는 
진정한 ‘常道’란 진나라 이전(先秦)의 유가에서 진나라 이후(秦後)의 유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변함없이 지속해온 불변의 근원을 가진 보편적 의미라 할 수 있는 도리, 원칙, 이상 또
는 이념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도덕을 숭상하고(崇尚道德) 백성을 근본으로 
삼으며(以民為本) 인애정신을 가지고(仁愛精神) 충서의 도를 알며(忠恕之道) 조화사회를 만드는 
것(和諧社會)이야 말로 유가문화의 ‘常道’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도리 가운데 ‘崇尚道德’과 ‘以民為本’ 그리고 ‘和諧社會’가 추구하는 바는 ‘요
순을 따르고 문왕과 무왕을 본보기로 삼는다(祖述堯舜，憲章文武)’와 일맥상통한다.  공자는 ‘仁’
을 가장 고귀한 도덕적 범주로 여기며 ‘仁’의 근본은 ‘효제(孝悌)’이고 ‘仁’의 의미는 ‘애인(愛人)’
이라고 하 다. 여기서의 ‘愛人’이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웃어른을 공경함으로써 천하에 다다
르게 되는 인류의 보편적 ‘愛’이며 ‘만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됨(泛爱万物) 즉 맹자가 말한 ‘어버이
를 친함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만물을 애호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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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인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愛’로서 ‘仁’을 행하는 방법이 바로 
‘충서(忠恕)’인 바, 이는 ‘자신이 나서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내세우고 자
신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곳에 보낸다(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를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야 말로 
유가문화의 ‘常道’ 또는 핵심가치라 할 수 있다.  

3. ‘常道’의 계승과 ‘新命’의 구현 

유가문화가 우수한 전통이기는 하지만 근  이후 ‘수천 년 이래 존재하지 않았던 변화’ 속에
서 ‘현 화’라는 ‘新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新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덜어내고 더함(損益)’이 필요하다. ‘덜어냄(損)’이란 낡은 시  혹은 이미 불필요해진 것들을 덜
어내는 것이며 ‘더함(益)’이란 보편성을 띤 현 성을 더하여 이를 유가문화의 ‘常道’에 관통시킴
으로써 유가문화의 창조적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漢代)의 사상가 왕충(王充)은 ‘역사를 알고 현실을 모르면 육지에서 조차 익사할 수 있다
(知古不知今，謂之陸沉)’이라 했다(논형·사단(論衡·謝短))’.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
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고금의 변화에 통달(通古今之變)’하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이 있어야 한다(變中有常)’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중요
한 변화가 있어왔는가? 필자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다음 다섯 가지를 꼽고자 한다. 

① 경제사회: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상 중심의 시장경제로 변화
② 정치제도: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변화
③ 교육제도: 군주제를 위한 과거제에서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현 교육제도로 

변화
④ 사상관념: 경학(經學)의 권위적 진리 의한 사유방식에서 광의의 철학 또는 학술적 사고 변화 
⑤ 국제관계: 오랑캐와 한족을 구분하는 ‘이하지변(夷夏之辨)’에 의한 ‘종주국’에서 현  민족

국가간 관계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 

상술한 다섯 가지 측면의 변화에 수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를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에 유가문화가 현 화를 위한 ‘新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측면의 변화에 적
응해가는 한편 다섯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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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문화와 시장경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 사회에 존재하는 ‘의리(義利)’의 관계
에 명확하게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문화는 시장경제와 결합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부정적 
요소들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가문화는 ‘生財有大道(재물을 생산함에 큰 도가 
있어야 한다)’, ‘遵義而興利 (의를 지키면서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를 추구해야 한다. 더불어 시
장경제의 발전이 생태환경의 파괴를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유가의 ‘仁民愛物(백성을 
사랑하며 만물에게 어질다)’를 선양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사회적 윤리와 생태적 윤리를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가문화와 민주제도: 옌푸(嚴復)는 서양문화를 두고 ‘자유라는 그릇 속에서 민주를 행한다’
라고 평가했다. 현 적 민주제도를 위해서는 자유, 평등, 인권, 법치 등 관념적 가치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양의 문화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들의 민주제
도에도 각종 폐단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가문화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은 사
회 전체의 이익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고 있는 바, 중국의 민주제도는 ‘민본과 자유’라는 그릇
이 되어야 하며, 이로써 유가문화의 특색을 가진 민주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유가문화와 현 교육제도: 중국의 근 적 학제는 청말 ‘임인학제(壬寅学制)’와 ‘계묘학제(癸卯
學制)’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 번의 학제 개혁 과정에서 근  이후 형성된 서양의 교과목이 채택
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서양의 교과목은 이성적 도구를 중시하면
서 실용적 지식의 전달을 통해 지식의 활용에 이르는 것(達用)을 강조하는 반면, 인문학적 자질
과 도덕적 수양이라는 ‘명체(明體)’는 오히려 다소 간과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 이후 교육에서도 공리주의나 시장주의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교사와 학생의 인격
적 자질이나 도덕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국학열풍’, ‘유학
열풍’, ‘서원열풍’ 등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바,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 현 교육제도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명체달용(明體達用, 體를 분명히 하고 이를 활용함에 이른다)’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가의 경학(經學)과 광의의 철학적 사유방식: 선인들은 ‘경이란 불변의 진리(經者，常也)’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문화의 ‘常道’가 바로 유가의 경서(經書)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이를 계승하고 
선양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서에 담긴 모든 것들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아니
다. 오늘날 유교 또는 유가의 경서를 종교적 신앙으로 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나 작금의 
시 는 자유를 연구하는 시 로 변했으므로 광의의 ‘철학’ 또는 학술을 통해 수많은 학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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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진리를 추구하여(王國維) 유가문화가 보다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현 사회에서 좋은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오늘날의 유가문화가 사상적 관념 또는 학술적 측면에서 
실현해야 할 ‘新命’일 것이다. 

‘인자애인(仁者愛人)’과 현  민족국가에 의한 신 국제질서: 유가문화는 ‘仁者愛人 (마음이 어
진 사람은 남을 사랑한다)’를 핵심 사상 혹은 최고의 가치 범주에 두고 있으며, 여기서 ‘人’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고  역사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協和萬邦(온 세상에 화
합하여 평화롭다)’이라는 중국 전통의 가치는 ‘이하지변(夷夏之辨)’에서의 ‘종주국(宗主國)’의 개
념과 결부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치의 제약을 극복하여 근현  ‘민족국가’의 개념을 확립, 
모든 민족국가는 평등하다는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각성 조차도 중국이 근  이후 제국주의 열
강의 침략으로 세계역사에 수동적으로 편입된 이후에야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 100~200
년 이래 민족국가 간에 일어난 충돌과 전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유가문화의 ‘인애정신(仁愛精
神), ‘충서지도(忠恕之道),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가치를 계승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 인
류의 평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국가 간의 약육강식에 반 하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the Thucydides Trap)’를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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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제    목

(국문) 유학이 표방하는 가치와 미래 전망 

(1) Values of Confucianism and their future

유학의 철학적 근거를 개관하고 사서삼경에 담긴 이념으로부터 가치를 적출한다.

으뜸가치인 명분을 유학자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으뜸가치 명분을 떠받치는 하위 가치들의 

의리, 지조, 기개, 청렴 등의 개념을 확립한다.

물질존중사상과 본능위주의 사회에서 폄하된 유교의 가치를 지적하고 온고지신의 관점에서 전통가치를 되살리고 

취사선택을 통하여 미래의 유학적 가치를 전망해 본다.

Summarization of Presentation

This presentation would overview philosophical base of Confucianism and draw values from ideologies in 

the Four Books and the Three Classics (四書三經).

Also, this presentation would define the concept of cause, the primary value of Confucianism, based on 

historic events among Confucian scholars as well as the concepts of loyalty, fidelity, unyielding spirit, and 

integrity, which are sub-values supporting the primary value. 

This presentation would highlight values of Confucianism, which are undervalued in the society of 

materialism and instincts, revitalize traditional values by “finding a guide into tomorrow by taking lessons 

from the past (溫故而知新)”, and discuss future Confucian values through selection. 



108

유학(儒學)이 표방하는 가치와 미래전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 학술위원장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 원 장

조창섭 Cho, Changsub

목차
  들어가는 말
  중심말
    1. 유학에서의 천인(天人) 사상의 전개 과정
    2. 마음(心)을 도식화(圖式化)하여 설명하는 성리학의 학문 전통
    3. 세상사에 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정신이냐 물질이냐? 
    4. 마음을 밝히는 경(敬)
    5. 행동 지침으로서의 유학의 가치 
       1) 으뜸 가치인 명분
       2) 의리(義理)       3) 지조(志操)
       4) 기개(氣槪)       5) 청렴(淸廉)
  맺는말     

들어가는 말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가 활동하 던 시기의 유학은 인(仁)을 중심으로 인품을 고결하게 만
들고 인에 의(義)와 예(禮)를 결합시켜 사회질서를 확립하여 도덕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

다. 이러한 유학을 원초유학(原初儒學)이라 일컫는다.
원초유학에서는 윤리・도덕을 실천하는 주체가 마음이라고 간주하여 마음이 세상에 한 인간

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원초유학은 시 와 학파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유학으로 발전하여 한 (漢代)에는 

훈고학(訓詁學), 당 (唐代)에는 사장지학(詞章之學), 송 (宋代)에는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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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代)에는 양명학(陽明學), 청 (淸代)에는 고증학(考證學)으로 학문의 특성이 바뀌었다. 그러
나 마음(心)이 세상에 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유학에서는 마음을 우주만물의 중심에 두어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1)을 태동시
켰다. 천인합일이란 하늘과 사람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합일체가 된다는 사상이다.  

공자(孔子)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의 이론적 체계를 천명사상(天命思想)2)으로 뒷받침 
하 다. 하늘의 뜻과 인간의 본성이 일치한다는 천명사상을 근거로 그를 따르는 유학자들은 하
늘의 뜻이 인간의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천리불리인사(天理不離人事)를 신봉하게 되었다. 중
용(中庸1章에 “천지와 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이다.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이 또한 바
르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이 또한 순하다.”3)고 한 것은 천리분리인사의 관점을 표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유학에서는 하늘의 뜻인 천명(天命)이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의 작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은 마음을 매개로 하여 합일체(合一體)를 이룬다고 간주하 다.  

이러한 중국 철학의 주장을 넘어서서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은 천인무간(天人無間)
을 주장하여 하늘과 사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 다.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1)도 
그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 실린 「서명도(西銘圖)」와 「태극도(太極圖)」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
계가 하나라는 관점을 피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은 우주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여4) 우주자연을 인격화하고 ‘물아 일체적(物我一體的) 천인합일
(天人合一)’5)을 주장하 다. 

조선 유학에서 보편성을 획득한 하늘과 사람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천인무간’의 사상
은 민족종교에도 크게 향을 끼쳐,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천도교의 인내천사상(人乃
天思想)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1) 주(註): 공자는 천명이라는 용어에 근거하여 하늘의 뜻과 인간 마음속에 있는 본래성의 움직임이 일치한다
는 천인합일사상을 제시하 다.  

2) 주(註):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에 한 기록에는 상제(上帝)는 천상에서 조정 신들을 거느리고 정사를 
보면서 지상의 만물을 감독하는 자로 등장한다. 고  중국의 하,은,주 시 에 이러한 의미를 지녔던 상제
라는 용어가 천(天)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다가 차차 천으로 통일 되고, 상제는 합리적 사유에 기초하여 천
명(天命)으로 전환되었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
(德)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갈 수 있다. 즉, 하늘이 내려주는 명령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덕(德)에 
따라 수혜(受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명사상이다.   

3) 중용, 1章, 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 則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矣  
4) 조식, 학기유편, <天理氣圖>, 易曰  天地之大德曰生
5) 尹絲淳,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

회, 131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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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는 말

1. 유학에서의 천인(天人) 사상의 전개 과정 

유학자는 일정한 개념을 분명히 정의한 다음에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
선의 유학자들도 천인(天人)관계에 한 해석에서 천(天)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
며,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다의적인 천(天)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중국 한(漢) 나라의 허신(許愼)은 설문해자 說文解字에서 천(天)이라는 글자는 ‘인간의 머리 
위에 큰 것’을 상징하여 만들어진 글자라고 하 다.6) 머리 위에 큰 것은 하늘이며, 하늘은 곧 
창공(蒼空)을 가리킨다. 

천(天)을 의미하는 창공은 경이롭고도 공포스러운 자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초인적 힘을 발휘
한다. 그러므로 周易에서 팔괘(八卦)중에 천인(天人) 건(乾)괘가 첫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이
다. 천(天)은 경이롭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숭상의 상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천(天)은 지(地)
와 함께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천과 지를 인간의 부모라고 
생각하게 되었다.7) 인간은 부모인 천과 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하여야 삶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삼재(三才)라고 하 다.

하늘이 자연에 미치는 초인적인 힘은 하늘에 있는 신(神)의 힘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하여 하늘
을 통치하며 동시에 인간세계에도 향을 미치는 신을 천재(天帝) 또는 상제(上帝)라고 일컫고 
상제가 거주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 하게 된다. 

상제는 인격신으로서 움직이고, 말하고, 명령하면서 사람의 모든 일에 한 최후의 결정을 하
는 존재로 인식 되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주관하는 상제의 의미가 천(天)의 개념과 결합됨
으로서 과거에 천지가 인간의 부모라고 하 던 생각이 변화되고 지(地를 제외한 천(天)이 인간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천(天)이 상제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천명(天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 다.8) 

6) 許愼, 說文解字, 천조(天條)
7) 周易, 說卦傳10, 乾, 天也, 故稱乎父, 坤, 地也, 故稱乎母
8) 書經, <仲虺之誥>, 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 纘禹舊服, 玆率厥典, 奉若天命. 欽崇天道, 永保天命.
          <湯誥>, 肆台小子, 將天命明威 , 不敢赦.
          <微子>, 殷旣錯天命, 微子作誥.
          <召誥>, 有殷受天命, 惟有歷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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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주재자인 천이 갖고 있는 힘(작용력)을 천명이라 하게 되었다. 
천명을 전달하는 천(天)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특정인에게 

주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결정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천이 내려주는 이러한 것을 받아 가지는 존재로서 천인(天人)관계가 이루
어졌다. 

원시유학 시 에 천(天)을 창공, 상제, 통치권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 등
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천의 개념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고, 이와 함께 천에 거주한다
는 상제의 개념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성(性)이 있음은 아나 하늘에서 나온 것은 알지 못한다. 
...... 동중서(董仲舒)의 이른바 도(道)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나왔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9)

라고 하여 마침내 상제가 배제된 천(天)이 만물을 만들어 기르는(化育) 자연의 원리10)로 이해되
기 시작하 다. 또한 천(天)이 인간과 모든 자연과 사물에 내재하는 성(性)으로 이해되면서 하늘
의 마음인 천심이 곧 인간의 마음인 인심이라고 믿게 되었다.11) 

천의 개념이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천은 창공, 상제, 자연의 원리로 간주되었으
며, 그리고 中庸에 기록된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과 같이 천(天)은 인간과 모든 사물과 현상
에 내재하는 성(性)을 의미하게 되었다.”12) 

천(天) 개념의 변천과정 속에서 천 개념의 획기적인 변화를 전개한 사람은 천즉리(天卽理)를 
주장한 정자이다. 정자는 천을 태극(太極)과 동일시하면서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궁
극적 실체’라고 생각하여 천을 ‘궁극적 원리’로 파악하 다. 이렇게 하여 천과 태극(太極)이 동일
한 이(理)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천이 이(理)라면 천명은 과거와 같은 상제의 명령일 수 
없게 되면서 천명 역시 태극이나 또는 천리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정자 이후의 성리학자들이 하늘이 부여하 다는 본성(本性) 역시 이(理)라고 주장함으로써 ‘성
즉리(性卽理)’라는 이론(理論)이 보편화 되었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우주 자연의 변화도 천
이 주재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법칙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
게 된다. 이러한 이(理)는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理)를 말하게 되었다. 반면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이(理)는 소당연지칙(所當然之則)이라고 하

9) 「中庸章句」, 1章 주석, 蓋人 知己之有性而不知其出於天 知事之有道而不知其由於性 ...... 而董子所謂道之
大原出於天  亦此意也.

10) 論語, <陽貨>,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11) 孟子, <萬章上>, 昔者, 堯薦舜於天, 而天受之, 暴之於民, 而民受之, 故曰,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12) 尹絲淳, 나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 회, 

126쪽, 200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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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에 한 예를 들면, 얼음은 차고 불은 뜨거우며, 물은 아래로 흐르고 수증기는 위로 올
라간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리로 이러한 이(理)를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라 부르고, 
어버이는 자녀에게 자애로워야 하고 자식은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는 소당연
지칙(所當然之則)이라고 한다. 

사물은 각기 하나씩의 이(理)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理)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무궁무진한 이는 ‘본체의 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체의 이란 무극(無極)의 진(眞)
과 이오(二五)의 정(精)이 묘합(妙合) 응결해 만물을 화생(化生)하게 하는 이를 본체의 이라고 하
는 것이다. 본체의 이에 의하면 나의 이와 다른 사람의 이가 다르지 않고, 사람의 이가 사물의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체의 이’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기질의 
측면에서 보면 각각 다른 것이다. 기질에는 청탁편정(淸濁偏正)의 차이가 있고 물욕(物欲)에는 
천심후박(淺深厚薄)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 사이에 같지 않음이 있고, 사람 사이에는 
현자(賢者)와 우자(愚者)의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理)의 측면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동일한데 기질의 측면에서 보면 각기 다르다. 이것을 이
일분수(理一分殊)라고 한다. 이일(理一)은 본체의 이로 태극이요, 분수는 개체의 이로 원리요 법
칙인 것이다. 

정자의 천즉리(天卽理)가 성리학에서 일반화 되면서 천(天)은 태극과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천
(天)과 인간의 관계인 천인 관계는 “무엇보다 이(理)인 천도(天道)・천리(天理)・천명(천명)・태극(太
極)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천리로서의 본성지성(本性之性)과 인간의 관계가 중핵을 차지한다.”13)

정자(程子)는 도덕・윤리의 실천에 역점을 둔 원초유학에 이(理)와 기(氣)의 이론을 도입하여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 내면의 구조, 가족 관계, 소속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등을 학문의 
상으로 삼는 형이상학적 성리학의 기초를 확립하 다.  

정자가 ‘천리(天理)’와 ‘성즉리(性卽理)’의 이론으로 성리학의 기초를 놓는 큰 업적을 달성하
으며, 이것을 주자(朱熹)가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소응(昭應) 등이 주장한 여러 학설을 정
리하고 집 성하여 성리학의 철학적 체계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13) 尹絲淳, 남명 조식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학술 회, 
126쪽 참조, 200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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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心)을 도식화(圖式化)하여 설명하는 성리학의 학문 전통

조선에서 성리학의 중요 개념과 상호관계를 초학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한 사람은 
조선 초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 ∼1409)이었다. 그의 저서입학도설(入學圖說)의 「천인심
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는 그러한 시도의 결과물이다. 그는 성리학의 중심 개념인 태극・
천명・이기・음양・오행・사단・칠정 등의 문제를 하나의 도표 속에 요약하고 이들의 상호관계
와 각각의 특성들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천인합일이라는 유학적 이상
을 심성(心性)의 수양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하 다. 

권근 이후 16세기 때 남명은 신명사도와 학기도를,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은 성학
십도(聖學十圖를 그리고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 1509~1561)은 천명도(天命圖)를 제작하여 
마음의 구조와 활동양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 다. “이러한 도식은 중국 성리학을 조선 학자들
이 독창적인 해석을 시도하면서 활용하 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
다.”14) 

   
조선 유학자들은 천(天)의 많은 의미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절히 구사한다. 천의 여러 의미 

중에서 인간과 관계되는 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우주 자연으로서의 천을 인간과 비
하고 있다. 

남명이 학기유편의 「천도도(天道圖)」에 도식화 해 놓은 천의 성(性)・정(情)・심(心)을 기존
하는 중국의 정복심(程復心)의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에 기초하여 자신의 「심통성정도」를 제
작하여 인간의 성(性)・정(情)・심(心)과 비시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15) 천(天)인 우주 자연
이 가지고 있는 성・정・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심과 서로 상응시키고 있는데, 천의 
성(性)인 원・형・리・정(元亨利貞)을 인간의 성(性)인 인・의・예・지와 상응시키고 있는 것이
다. 천의 심(心)이 원으로 생(生)하고 형으로 장(長)하며 리로 수(收)하고 정으로 장(藏)함에 비하
여 인간의 심(心)은 인으로 애(愛)하고 의로 오(惡)하며 예로 양(讓)하며 지로 알게됨(知)을 상응
시키면서 천과 인간은 원리로서 상응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남명은 천(天)을 성・정 및 심까지 소유한 의인화된 인격체로 간주하여 천과 인을 합일시키고 
있기 때문에 남명의 천인합일은‘몰아 일체적 합일’경지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16)

14) 姜信杓,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南冥의 「學記圖」에 나타난 韓國의 傳統文化文法’,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회의, 남명학회, 153쪽.

15) 조식 역음, 學記遺編, 「천도도」와 「천명도」, 경상 학교나명학연구소 역주, 한길사, 1976. 126쪽.
16) 尹絲淳, 남명 조식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학술 회, 131쪽  

참조, 200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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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성학십도의 10개의 도식 중에서 중국의 정복심(程復心)이 제작한 「심통성정도(心統
性情圖)」에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기(理氣)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신의 도표 2개를 첨가하여 놓
았다. 여기에서 그는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재를 이(理)로 간주하면서 심성론(心性論)의 주요 논
제인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설명한다. 

심성 내부에 존재하는 천부적으로 선한 본성이 사단인데 사단은 이가 발동한 것이고, 선과 악
이 섞여 있는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라는 이기호발설(理氣互發說)을 주장하 다. 이 주장에는 
이(理)는 항존 불멸하는 것으로 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법칙이며, 능동성을 가진 이가 발동하
여 기를 주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기론(理氣論)에서 기(氣)에 한 이(理)의 우위성과 능동성을 주장하며, 기(氣)
의 능동성과 이(理)의 무능동성을 주장하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기발이승일도
설(氣發理乘一途設)과 립되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남명과 퇴계가 자신의 이론을 첨가한 「심통성정도」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두 학자가 모두 사
단은 이(理)의 발(發)이고, 칠정은 기의 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17)

  
마음을 도식화 하여 성리학의 이론을 알기 쉽게 제시하려고 노력하면서 주자에 의해 확립된 

성리학이 조선에서는 “퇴계, 율곡에 의해 순정주자학으로 자리매김 되어 의리론(義理論)의 부각
과 함께 성리학이 배타적이고 교조적인 학문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18) 

내면세계를 변하는 마음을 학문의 중심에 둔 조선 성리학은 순정주자학으로 학문의 지평을 
좁힌 것이 확실하다. 지금이라도 한국 유학의 지평을 넓히려면 세상에 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
하는 것이 마음뿐인가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 세상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정신이냐 물질이냐?  

유학은 세상사에 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학문이어
서 인간의 삶과 정치, 문화, 학문 등의 모든 역을 이끌어가는 행위규범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세상사에 한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정신이냐? 문질이냐? 하는 것이 동서양의 
철학이 전개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유학은 마음에서 출발하여 현실적 삶이라는 물질로 귀결되고 

17) 앞의 책, 132쪽 참조.
18) 李成茂,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남명 조식의 생애와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 회, 

21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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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서양의 철학자 헤겔(Hegel, 1779~1831)은 정신이라고 하고, 마르크스(Marx, 1818~1883)
는 물질이라고 한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동・서양의 철학 체계에
서의 마음의 위상을 가늠하고자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정신이냐? 물질이냐? 를 두고 헤
겔(Hegel)의 이론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헤겔은 정신과 육체를 정신과 물질이라는 응관계로 상정하여 삶의 주체인 ‘나’와 ‘우주의 본

질’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삶의 족적인 ‘역사 흐름’의 방식을 공식화하 다.   
변증법을 기술하여 독일관념론을 완성한 헤겔(Hegel)은 세계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라는 주체가 정신의 출발점이며 ‘나’라는 개체가 합쳐져서 인류가 구성되는데, 인류는 객관적 
세계정신의 구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존재의 기초인 나와 인류 그리고 국민과 국가도 정신으
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 다.     

헤겔에 의하면 세계역사(Weltgeschichte)는 신의 이성(die goetttliche Vernunft)이 단계적으
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verwirklichen) 과정(Prozess)으로서 ‘정, 반 합’이라는 변증법적 법칙
에 따라 발전한다고 하 다. 명제(These)인 ‘정’은 정신 태도(geistige Haltung)의 표현인데 물
질에 향을 끼치게 된다. 정신태도에 모순(Widerspruch)이 발생하여 그것이 반 명제(Antithese)
인 ‘반’이 되고 이때의 갈등(Spannung)이 종합명제(Synthese) 속에서 지양(止揚)된다. 이리한 
철학의 출발점에 ‘나’라는 주체가 서 있다. ‘자아(sich)’의 정신이 현실을 비판하고 화해하며 역
사를 움직일 때 객관적 세계정신(objektiver Weltgeist)으로 고양되며, 이 객관적 세계정신의 최
고 형태가 국가인 것이다. 국가와 일치하는 것은 현 인(der moderne Mensch)으로, 현 인은 
현실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배워 자유롭게 된 사람이다. 

헤겔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도 역사 흐름의 법칙에 어긋나면 이
루어지지 않고 역사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숙명적 논리를 전개하 다. 자유롭게 된 
개인을 국가와 일치시킴으로서 개인이 국가에 맹종하도록 만들어 절 주의를 숭상하게 하는 이
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어용학자로 전락하면서 세상사에 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정신
이라고 하는 주장이 보편성을 잃게 되었다.19)  

마르크스(Marx)는 헤겔의 역사 변증법을 계승하 으나 헤겔과는 달리 세계에 한 인간의 태
도를 결정짓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 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변증법적 유물론
(dialektischer Materialismus)에서 마르크스는 역사의 흐름은 계급투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

19) 조창섭, 예술시 의 독일문학, 서울 학교 출판부, 1993. 24쪽 참조; 현실주의 독일문학, 서울 학교 
출판부, 1994. 25쪽 ~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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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겪는 절망적 상황을 폭로하면서 잉여 가치설을 제시하고, 
계급투쟁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프롤레타리아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
어 생산수단을 빼앗아 공동재산으로 만들면서 사회문제는 해결된다고 하 다. 또한 민중을 억압
할 때 지배계급의 방파제 역할을 하 던 국가는 무용지물이 되고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가 도래
한다고 하 다.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물질로서 물질은 계급 간에 불평등과 가져온다는 것이
다. 기업가는 이윤을 극 화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이윤을 배분해 주지 않고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의 노임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안 간에 계급투쟁이 생기는 것
이다. 이러한 계급투쟁은 물질에 의하여 빚어지는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계급투쟁론에 의한 국가의 소멸이나 잉여가치설(Lehre vom Mehrwert)에 의한 사유재산의 
부정 등이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지 못하는 허구임이 밝혀지면서 세상에 한 인간의 태도를 결
정짓는 것이 물질이라는 주장도 보편성을 잃어버렸다.20)

아울러 안정된 삶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나 정치제도를 더 좋은 
상태로 개선하여 계급투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보완적 주장이 첨가되기
에 이르렀다.  

4. 마음을 밝히는 경(敬)

16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한 성리학에서 ‘외부 세계의 제반사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면
세계를 밝히는 것’을 경(敬)이라고 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수양의 범주에 넣어 수양론
이라는 학문의 주요 상으로 삼았다. 

성리학의 학문 역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리학적 인식 속에서 마음의 근원과 구
조를 이론적으로 밝혀보려고 형이상학적 접근을 시도한 심성론, 지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리고 
사물과 현상을 수용하면서 선하고 사악한 것,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리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하고 다스리는 마음의 수양을 학문 상으로 삼는  수양론, 성리학적 인
식에 기초하여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경세론이 당시 성리학의 중심 경향이었다.

수양론의 역에 속한 경(敬)은 유학자들이 매우 중시하여 삶과 학문의 지표로 삼았다. 마음을 

20) 조창섭, 현실주의 독일문학, 서울 학교 출판부, 1994. 95~1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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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빠짐없이 보존하고, 존양하며, 성찰하고, 극기에 이르도록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고 관리
하며 지키는 파수꾼이 경(敬)이다.

앞에서 보존(保存)이란 본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존양(存養)은 명상과 같은 정(靜)적인 정신
활동을 통하여 마음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며, 성찰(省察)은 외부 세계를 접촉하는 동(動)적인 활
동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뜻하고,  극기(克己)는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남명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敬)을 수양론의 중심과제로 삼고, 의리론의 기준으로 의(義)를 
경과 합쳐  경과 의를 삶과 학문의 지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남명은 학기유편(學記類編)에 「경
도(敬圖)」를 그려 경을 일상화하도록 권고하 다. 경(敬)에 의(義)가 가세되면 학문이 깊고 넓어
져 아무리 사용하여도 다함이 없다고 적고 있다. 남명은    

“경과 의를 아울러 가지면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우리 집안에 이 두 글자 경과 의가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떠 있는 것과 같으니 오래도록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성현의 모든 
말씀이 그 요점과 결론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21)

고 하 다.
파수꾼이 지키는 마음의 상태는 정제엄숙(整齊嚴肅), 주일무적(主一無敵), 상성성법(常惺惺法), 

기심수렴(其心收斂)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22) 이러한 상태에 진입한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햇볕처럼 밝고 맑아 외부세계의 제반사를 바람직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명은

“경은 성학(聖學)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으로, 초학자로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을 주
로 하는 것으로 도에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는다. 학문을 하면서 경을 주로 하는 공부가 부족하면 학
문하는 것이 거짓이 된다.”23) 

고 하여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경의 중요성을 깨달아 경이 마음을 총괄하는 파수

21) 조식, 남명집, 부록, 6, ‘편년(編年)’, 敬義夾持, 用之不窮, 吾家有此二字, 如天之有日月, 亘萬古而不易, 
聖賢千言萬語, 其要歸不出於此.

22) 앞의 책, 「경도(敬圖)」, 178쪽.
23) 조식, 「남명집」2권, 「示松坡子」
    “인간이 수양 공부를 통해 자신 내부의 인욕(人欲을)을 없애고 본연의 성(性)을 회복하면, 존재일반(存在

一般)의 원리와 합일할 수 있다.”는 경지에 도달한 이상적 인간을 성인(聖人)이라 하고 이런 경지를 추구
하는 학문을 성학(聖學)이라고 한다.



118

꾼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퇴계도 성인(聖人)24)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요령으로 다음처럼 경(敬)을 거론하고 있다.  

“요컨대 공부하는 요령은 하나의 경(敬)을 떠나지 못한다. 대개 마음이란 몸의 주재이고, 경은 또 
마음의 주재이다. 배우는 사람이 주일무적지설(主一無敵之設)과 정제엄숙(整齊嚴肅)지설과 기심수렴
(其心收斂)과 상성성(常惺惺)지설에 대하여 익숙히 궁구해보면 그 공부가 절로 다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감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25)

퇴계는 옛 현인들이 작성한 7 개의 도식과 자신이 작성한 3 개의 도식으로 된 성학십도를 
제작하여 68세의 노학자가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
풀도록 간절히 바라는 뜻을 소의 형식을 빌어 왕에게 올렸다. 

성학십도의 제1도에서 제10도에 이르기까지 경(敬)의 의미가 일관되게 펼쳐진다. 아울러 제1
도에서 제5도까지는 ‘천도에 기본을 둔 것으로, 그 공과(功課)는 인륜을 밝히고 덕업을 이룩하도
록 노력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6도에서 제10도까지는 ‘심성(心性)에 근원을 둔 것으로, 그 
요령은 일상생활에서 힘써야 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
고 있다.   

조선 성리학자들이 중히 여긴 외부세계의 제반사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내면을 
밝히는 실천덕목인 경(敬)에 예(禮)가 결합되어야 그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예의(禮義)의 사전적 의미는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 상대에게 공손하며 삼가는 말과 몸가짐을 갖는 것”26)

을 의미한다.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은 상 를 존중하는 마음자세와 삼가 하는 몸가짐에서 우
러나오는 말과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범절이 경과 결합할 때 상 를 존중하는 인존 사상
이 발현되는 것이다. 

24) 주(註): 유학에서 성인(聖人)이란 수양 공부를 통해 자신 내부의 인욕(人欲을)을 없애고 본연의 성(性)을 
회복하여 존재일반(存在一般)의 원리와 합일할 수 있게 된 이상적 인간을 성인(聖人)이라 하고, 이런 경
지를 추구하는 학문을 성학(聖學)이라고 한다. 성학은 일반적으로 유학을 일컫는다. 

25) 이황, 퇴계집 7권, 「大學經文」
26) 다음(Daum) 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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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인도(人道)를 갖추는 의례로서 상 에 한 공경심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적용 범위는 가족 간에, 친지간에, 사회생활 속에서의 사람 간에, 신과의 관계에 적용
되며, 몸과 마음의 자세는 위계가 서서 체통이 지켜지고 공정한 바탕에서 양보하는 자세이여야 
도덕과 인의가 이루어진다.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非禮勿視),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非禮勿聽),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非
禮勿言)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非禮勿動)”27)

고 하여 감각세계에서의 예의 기준을 정하고, 하루 동안이라도 자신을 극복하여 예에 복귀하
면 천하가 어질음에 귀속하게 된다고 하여 예를 준수하면 인에 다다른다는 예와 인의 관계를 설
정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이후 성리학이 모든 학문을 표하면서 경(敬)에 이르기 위한  심성 
수양을 윤리・도덕의 실천 수행과 직결시켰고, 이와 함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에 이론적 
토 를 갖추어 예학(禮學)을 태동시켰다.  

 예학에서의 예는 
   

“예는 일상생활 그 자체로서, 그 실천의 과정은 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이 예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성(人性)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천도(天道)를 실행하는 것이 된다. 즉 행
동규범으로서의 의례만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과 천도의 이(理)가 예의 바탕을 이루어 그 원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예는 개인적 규율로부터 단체적 규범과 국가의 법제와 사회의 제도를 모두 포
함하며, 나아가 대자연의 법칙까지도 포괄한다.”28) 

고려 중기부터 유교를 심성 수양의 도리로까지 확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유학자들은 유불일치(儒佛一致)의 사상경향 속에서 불교적 심성 수양과 유교적 심성 수양의 차
별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 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면서 불교에 한 비판이 본격화 되어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이르러 비로소 유교적 심성 수양이 윤리・도덕의 실천 덕목이 되었고, 불교적 심성 수양
은 현세를 초월하여 정신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27) 「논어」, 은연편(顔淵篇)
28) 다음(Daum) 국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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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에 이르러 성리학에서 강조되는 명분론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도덕
이 제 로 실천되어야 하 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도덕의 객관적 실천 규정인 예를 바로 세우
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했던 것이다. 예에 한 학문적 관심이 예의 구체적 시행 문제에 한 
탐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이기심성론이라는 성리학적 담론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하는 도(道)
의 차원으로 정착되었다. 

표적인 것으로는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사 부 중심의 예학을 발달시키면서 예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하는 ‘천하동례(天下同禮)’라는 서인의 예론과, 「주자가례」와는 다르게 군주의 경우
와 백성의 경우 다른 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왕자례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를 주장하는 남
인의 예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론의 차이가 정치적 립을 격화시키며 예송(禮訟)29)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경에 이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심성수양을 예학으로 발전시켜 극심한 정치 립의 도구로 삼
는 유학자들의 행태는 예의 참뜻을 심 하게 훼손하 다.

5.  행동 지침으로서의 유학의 가치 

유학은 사서(四書) 삼경(三經)이라는 유학의 경전에 기초하여 성립된 학문이자 종교이다. 유학
이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은 사서삼경 속에 논아들어 있으며, 이것을 유학이 표방하는 이
념이라 하기도 한다. 

유학의 가치는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최고의 생각이나 견해로서, 유학자들은 그 가
치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 다. 그러므로 유교의 가치를 행위규범의 지침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는 유학의 이념에서 적출된 가치를 세상에 알려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유학의 가치를 전
승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음으로 모든 유학자는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교육자들이었다.  

유학자들은 유학에서 적출된 가치들 중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으뜸 가치가 명분(名分)이
라고 생각하 다. 이 으뜸가치는 선비들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와도 직결되어 있는 높고
도 높은 선비의 뜻이자 쟁취 하고픈 이상(理想)이다. 

29) 예송은 주로 정구 계열의 윤휴(尹鑴)・허목(許穆) 등을 중심으로 한 남인세력과 김장생 계통의 송시열・
송준길(宋浚吉)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세력간의 논쟁이었다. 송시열 등은 ‘체이부정설’(體而不正說)을 근
거로 예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했으며, 윤휴 등은 왕통(王統)과 일반 사 부가의 종통(宗統)은 엄연히 구
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각각 사 부 중심의 관료국가,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를 
지향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예론에 반 하여 립했다. 당시 예학의 발달은 예송에 관한 이론적 
논쟁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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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뜸 가치인 명분
성리학이 전래 된 이래 유생 사이에 명분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조선이 창건되는 과정에서 첨

예한 싸움을 벌 다. 인간 내면의 본성(本性)을 강조하며 만고불변의 도덕을 견지하고자 하는 정
몽주(1337~1392)의 의리 중심의 의리학파와 중용의 시중(時中) 논리에 입각하여 불변의 도덕
성보다는 상황에 응하며 창조적 변화를 지향하는 시류파가 명분을 앞세워 왕조의 교체와 왕의 
교체를 두고 결하 다. 목숨을 건 정치투쟁이었지만 선비정신에 기초한 명분 결이 앞서 진
행되었다.   

이방원(1367~1422)은 왕의 교체를 통해 고려를 쇄신하고자 하는 정몽주에게 「하여가(何如歌)」
라는 시(詩)를 지어 이성계를 왕으로 추 하여 왕조 교체를 하자는 명분에 동의 하는지 의향을 
묻고 정몽주는 「단심가(丹心歌)」30)로 왕조교체의 명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이방원에게 
전달한다. 정몽주는 명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선죽교에서 목숨을 초개같이 버렸다. 불변
의 인간성 개발을 통하여 관념적 의명분을 세우고 의리와 도덕에 따라 행동하는 정몽주는 선
죽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상황에 응하는 창조적 변혁을 강조하며 인간 의지의 따라 행
동하 던 이방원은 조선조의 삼  왕에 등극하 다. 

합리적 이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기도 하 던 이방원은 명분을 중시
하는 정몽주를 테러로 제거하고 패도 정치(覇道政治)를 실현하 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치루면서 유학은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매김 되고, 유학에서 지고

한 가치인 으뜸 가치로 명분(名分)이 존중되기 시작하 다. 
명분의 사전적 의미는 ‘각각의 이름(부자, 부부, 군신 등)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으뜸 가치인 명분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큰 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 앞에 큰 도리라는 의(大義)를 붙여 ‘ 의명분’이라고도 표기한다. 

사회 계층의 관점에서 보면 명분은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공동체에서의 역
할에 따른다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왕으로서 신하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의미한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사회 계층인 신분을 분류함에 있어서 임금을 위시한 위정자와 백성이라는 2가지 
신분만을 제시하고 있다. 백성에는 출사하지 않은 선비와 농민 그리고 승려만을 포함시키고 있
다. 그러므로 유학자들이 조선조에서 정착된 직업별 계층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계층에 따

30) 주(註): 정몽주의 「단심가」
           이몸이 죽어죽어 일백번(一百番) 곳쳐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여 넉시라도 잇고업고
           님향(향)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 줄이 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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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신분상의 명분을 간과하고 사 부의 의명분을 모든 계층의 의명분으로 확장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봉건 왕조시 의 권력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계층을 군주와 백성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의명분을 다루는 것도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이분법의 구조 위에서 유학자들은 명분이라는 으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한 하위 가치로 의리

(義理), 지조(志操), 기개(氣槪), 청렴(淸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표방하는 으뜸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명예(名譽)이었다. 명예를 떠

받치고 있는 하위가치는 정의(正義), 공정(公正), 인내(忍耐), 용기(勇氣)이었다.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사랑, 믿음, 소망이라는 가치가 합쳐져 정의, 공정, 인내, 용기, 믿음, 소망, 사랑 이라는 7 가
지의 가치가 유럽의 국가들에서 삶의 원리이자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유럽의 선진국은 합리적 바탕위에 정・반・합의 변증법적 역사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 의리(義理)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져야 할 도리를 의리라고 부른다. 의리에서 ‘의(義’)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의 ‘의(義)’의 개념에서 따온 것이며, ‘리(理)’는 송(宋)나라 때 학문으로 자리 
잡은 이(理)를 따온 것으로, 이 둘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가 의리이다. 의리는 도의(道義)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도의란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를 
말한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유학에서는 오륜(五倫)에 각인되어 있다. 오륜은 인간관계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에서 출발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차적 관계인 군신(君臣) 
간의 관계에 까지 확장된다. 

봉건 군주제가 정착되면서 오륜에 기초한 의리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사상이 되었고,  사
회발전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할 도리가 강조되면서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륜 중에서 군신 간의 관계설정이 자유와 평등에 익숙해 있는 현 인으로부터 비판의 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맹자에게서부터 백성을 ‘물’로 상징하여 물위에 떠 있는 배를 뒤집을 수 있다
는 군신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오륜에 기초하고 있는 군신관계를 노예근성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명은 「민안부(民巖賦)」에서 직설적으로 물은 백성이고, 나라를 뒤엎는 힘을 가지고 있는 두
려운 존재라고 지적하고 하고 있다. 백성이 나라를 뒤엎을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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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옛부터 있는 말이다. 백성이 임금을 받들지만 백성은 나라를 뒤엎기도 
한다. ······ 걸주는 탕무 에게 망한 것이 아니니,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나라 유
계(유방)은 소시민이었고 진나라 二世황제는 큰 임금이었다. 필부가 천자와 바뀌었으니 이런 큰 권한
이 어디 있을 것인가. 다만 우리 백성의 손에 있는 것이니 두렵지도 않은 것이 매우 두렵다.31)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의 전통 사회에서 역모에 해당되는 언사인 ‘백성이 나라를 뒤엎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목숨을 걸고 실천하려는 개혁의지의 발로
인 것이다. 

퇴계도 다음의 시(詩)에 ‘물’이 백성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하늘을 나는 제비를 벼슬아치에 
빗 어 벼슬아치가 배성을 괴롭힐까 걱정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싱그런 이슬 머금은 풀 물가에 둘러 있는데, 露草夭夭繞水涯,
  조그마한 물 맑고 출렁여 모래 없네.  小塘淸活淨無沙.
  구름이 날고 새가 지나가는 것 원래 상호작용을 하는데, 雲飛鳥過元相管,
  때때로 제비가 물결 찰까 두렵도다.                 只怕時時嚥蹴波.

남명의 시(詩) 「강정우음(江亭偶吟)」에도 제비가 차서 생긴 물결의 흔적조차 미워하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병으로 높다란 집에 누웠으니 낮 꿈 번거로운데,                      臥疾高齋晝夢煩
桃花源을 막는 구름속의 나무 몇 겹인가?         幾重雲樹隔桃源
새로 흘러온 물 푸른 옥 보다 더 깨끗한데.                   新水凈於靑玉面
제비가 차서 생긴 물결 흔적 밉기도 해라.                           爲憎飛燕蹴生㾗32)

제비가 차서 생겨난 물결이 밉다고 한 남명의 시(詩)나 제비가 물결 찰까 두렵다고 한 퇴계의 
시(詩) 에는 군신간의 관계가 맹종과 복종을 강요당하는 관계가 아니며 자유의지에 의하여 관계
를 새로이 설정할 수 있음을 읽어 낼 수 있다. 

31) 南冥集 권2,「民巖賦」“民猶水也, 古有說也, 民則戴君, 民則覆, ······ 桀紂非亡於湯武, 乃不得於丘民, 漢
劉季爲小民, 秦二世爲大君, 以匹夫而易萬乘, 是大權之何在, 只在乎吾民之手兮, 不可畏者, 甚可畏也.”

32) 南冥集 권1, 「江亭偶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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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의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관계로 확장되고 거기서 더 나
아가 우주자연과의 관계에까지 적용된다. 그러므로 의리를 지키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
는 평화로운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자애로써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孝)’로서 섬기는 관
계를 맺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부부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는 우애로, 친구는 신의로서, 모든 
사람들과는 박애나 인(仁)으로 관계를 맺는다.  국가 간에 관계도 신의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관계는 의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3. 지조(志操)

지조의 사전적 의미는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를 말
한다. 지조는  심성수양을 통해 인욕(人欲)을 없애고 본성(本性)을 회복하여 우주자연과 일체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여야 얻어 가질 수 있는 유교적 덕목이다.   

조선 시 에 지조만 꺾으면 부귀 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조를 지켜 화를 당하는 
고귀한 선비들을 많이 본다.

1455년 수양 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박팽년(朴彭年,1417~1456)은 울분을 
참지 못해 경회루(慶會樓)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하려 하 다. 그러나 성삼문(成三問, 1418~1456)
이 함께 후일을 도모하자고 만류해 단념했으며, 이때부터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 복위 운
동을 펴기 시작하 다.  

고를 당해 성삼문은 다른 모의 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혹독한 국문을 받는 중에 세조가 그의 
재주를 사랑해 자신에게 귀부(歸附)해 모의 사실을 숨기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은 히 말을 전
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조를 가리켜 나으리[進賜]라 하고 상감(上監: 
왕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 부르지 않았다. 세조가 노해 “그 가 나에게 이미 ‘신’이라고 칭했는
데 지금 와서 비록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자, 성삼문은 “나
는 상왕(上王: 단종)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니므로 충청감사로 있을 때에 한번도 ‘신’자
를 쓴 일이 없다”고 답하 다. 세조는 그가 충청감사 때 올린 장계를 실제로 살펴보고 과연 
‘신(臣)’자가 모두 ‘(巨)’자로 적힌 것을 보고 더욱 노기를 띠어 심한 고문을 가하고 난 다음 능
지처사(凌遲處死)에 처했다. 

성상문은 세종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들 때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운 학자로 세
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며 선위(禪位)를 강요할 때 국새(國璽)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
으며,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성삼문에게 정난공신(靖難功臣) 3등의 칭호를 내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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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사양하 다. 
모의를 시인하고 죽을 때 그 가 준 녹(祿)은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모두 가져가라 하여 그의 

집을 가서 보니 녹이 그 로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의 행동은 주나라의 곡식 먹기를 거부하고, 
서우양산[수양산 首陽山]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가 굶어죽은 백이・숙
제伯夷叔齊)를 연상케 한다.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며 지조를 지킨 성삼문을 위시한 사육신과 생
육신을 유가(儒家)에서는 지조의 부로 추앙하게 되었다. 

  
지조란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마음이 변하

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존재 양식은 사단 칠정으로 되어있으나 지조를 지키는 마음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

하는 지행(知行) 일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4. 기개(氣槪)

기개의 사전적 의미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말하는 것으로, 기상(氣像)은 사람의 타고
난 성품(性品)과 몸가짐을 말하며’, 절개(節槪)는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
는 꿋꿋한 태도를 말한다.’ 

씩씩한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는 몸가짐과 신념과 신의를 굳게 지키는 마음가짐은 유학의 가치
를 두루 아우르고 있는 행위규범이다.   

남명은 1555년 명종 10년에 단성 현감에 임명된 뒤에 죽을 각오로 다음과 같은 사직 상소문
을 올려 선비의 기개를 더 높 다. 

자전(慈殿)께서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한 고아에 지나지 않으시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의 인심(人心)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33)

나라의 근본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군주에게 직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군주를 고아로 군주
의 어머니를 과부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그릇된 나라 일의 책임자라고 지탄할 수 있는 선비의 기
개는 조선 유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의 발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명의 제자 최 경(1529∼1590)은 정적 정철(鄭澈)과 립하다가 1589년 정여립 모반사건에 

33)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교감・국역 남명집, 「을묘사직소」,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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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인물 삼봉으로 무고되어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 나올 때 성혼(成渾, 1535∼1598)의 아들 
성문준(成文濬, 1559∼1626)이 쌀 한 말을 가져와서 귀향하는 노자로 삼으시라고 하면서 “무슨 
이유로 남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라고 하자 최 경이 답하기를 “자네 
애비한테 미움을 받아서라네” 하며 화를 내자 정철과 서인의 학문적 원류를 이루는 성혼이 이 
말을 듣고 석방되어 나가던 최 경을 재 투옥시켜 옥사시켰다.34) 1000여 명의 선비가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서슬이 시퍼런 정국에서도 기축옥사를 일으킨 장본인을 향해 책임을 지적하는 그 
기상은 조선 선비의 기개(氣槪)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화(士禍) 때 마다 훈구파에 려 거세된 사림파의 선비들도 하나같이 기개를 더 높이며  유
명을 달리하 다.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자존심이 결여되었을 때는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자존심이 있어야 기개가 발동하는 것인데, 자존심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동기를 불러일으켜 주
는 원동력이다. 자존심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때에는 자부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자존심이 
씩씩한 기상을 드러나게 하며 절개를 지키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존심은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가문의 전통이 되며 학파의 전통을 이루게 된다.  

동기 유발의 요인이 되는 자존심이 절개를 지키게 하는 기상을 유발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존심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행동 동기를 유발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19세기 하반기에 독일에서 
졸부들은 큰 집을 짓고 살면서 지위가 높은 귀족과 등하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 던 것이
나,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의 국민소득 60불 시 를 극복하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부터 누구나 큰 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큰 자동차를 선호하 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 인정을 받아 자존심을 세우자는 것에서 생겨난 행동 동기의 발로이다. 

돈을 가지면 일거에 바라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현 인들에게 돈은 자존심과 직결
되어 있어서 가장 강력한 행동 동기가 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 삶을 위하여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이것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 동기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적 삶을 위하여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독
일에서 2004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 신체적 장애가 없을 때 평생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존심은 자신감과 맞물려 있다. 능률적인 작업을 통하여 좋은 평가를 담보할 수 있었다는 자신

34) 정인홍, 내암집 권12 수우당최공행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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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일에 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 준다.  
동기가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 행동을 

반복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개의 기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쿠르트 레빈(Kurt Lewin, 1980~1947)은 자신의 “긴장이론

(Spannungstheorie)”에서 긴장을 지속시키는 것을 “완성에의 욕구(ein Bedürfnis nach Vollendung)”
로 이해하고, 이 욕구는 시작된 활동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 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시작한 것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이
것은 퍼즐이나 단어 맞추기, 그리고 배가 부른데도 접시를 깨끗이 비울 때까지 먹어 치우는 행
동에서 드러난다고 하 다. 레빈의 이론은 일에 한 태도가 능동적이어서 일에 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개는 씩씩한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는 몸가짐과 신념과 신의를 굳
게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유학의 가치를 두루 아우르고 있다.

    
 
5. 청렴(淸廉)

독일의 문화 철학자 맑스 쉐러(Max Scherler, 1874~1918)는 인간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인간학을 창시하면서, 문화가 표방하는 가치삼각도를 제작하여 가치와 그 
범주를 다음과 같이 위계화해 놓았다. 이 가치 삼각도에 의하면 가치의 상위에 속하고 있는 것
이 종교적 가치이다.35) 

 

종교적 가치 → Religioneser Wert       
예술적 가치 → Kuenstreller Wert
문화적 가치 → Kulureller Wert
사회적 가치 → Sozialler Wert 
물질적 가치 → Marerieller Wert

35) Max Schlerer,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Halle: Max Niemyer Verlag/ 2004, Eilbron Classics, S.19 u.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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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유교(儒敎)라고 부르는 것은 유학의 이념이 인간의 행위규범을 규정하는 종교적 성격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 삼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의 이념적 가치는 가치들 중에서 상위 
가치에 속한다. 

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에 가장 심하게 얽매인다. 그 다음이 사회적 가치이다.  
역사적으로 최상위의 종교적 가치를 부정할 때는 역성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이다.  

예를 들면, 정몽주는 공양왕이 왕사를 스님으로 책봉하려고 하자 불교가 인간의 주체적 내면세
계를 강조하느라 인간의 인륜적 관계, 사회관계, 국가의 현실 문제에 처하는 구체적 응 관계
에 소홀하다고 비난하면서 “친척을 떠나고 남녀를 끊으며 바위구멍에 홀로 앉아 초의목식(草衣
木食)하고 관공적멸(觀空寂滅)로 종지(宗旨)를 삼으니, 어찌 평상한 도라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불교의 가치관을 비난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시기가 조선조를 창건하려는 역
성혁명이 무르익을 때이었다. 

역성혁명은 위정자가 청렴하지 못하여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백성의 정신적・경제적 삶이 곤궁
해져 백성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일어난다. 특별히 먹여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
므로 청렴은 정치적 행위의 근거가 된다. 가장 절박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
상이기도 한다. 따라서 청렴은 최상위의 종교적 가치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가치관에서는 미래에 한 희망을 중시하며, 이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仁)과 사
랑을 베풀고 자신은 청빈한 삶을 택하는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유교라는 종교의 이념이 표방하는 가치 중에는 청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의 의미에
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다’는 전반부의 설명에 선비의 인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반 되어 있
다. 그리고 탐욕이 없다는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辭讓)하는 성품으로 지나친 욕심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성품을 구비한 관리는 청렴한 관리로서 ‘청백리(淸白吏)’에 추 되었다. 이항복((李恒
福, 1556~1618)이 그러한 관리의 한 사람인데,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처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 다. 그는 청렴했으며, 붕당 정치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슬기와 인내로써 항상 조
심하 으며, 청렴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청광(淸狂)의 상태도 되지 않고 우스갯
소리를 즐겨하 다고 한다. 

어느 날 선조가 재치 넘치는 이항복을 욕 보여 보려고, 이항복을 뺀 다른 신하들에게 은 히 
다음 날 계란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 다. 다음 날 다른 신하들은 모두 계란을 꺼내 선조에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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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데 이항복만은 계란을 바치지 못 했다. 선조가 나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겠구나 생각하
며 이항복에게 웃으면서 왜 가만히 있냐고 하자 갑자기 이항복이 “꼬끼오!”하고 닭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선조가 이유를 묻자 이항복은 자기는 수탉이라 알을 낳지 못해 계란을 바칠 수 
없다고 답해 선조를 탄복시켰다고 한다. 

해학과 웃음을 잃지 않고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은 후 조복(朝服)을 입히지 말고 평
상복인 심의(深衣)를 써서 염하라.”고 가족에게 당부하여 사후에도 철렴을 생활화하려고 하 다. 

청렴은 탐욕이 없어야 달성되는 가치로서, 나라에 공을 세우려다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고자 
한다. 기축년(1613년) 옥사가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이춘복’이란 사람이 고발되어, 의금부 도사
가 그곳에 가서 경내를 수색했지만, 문제의 이춘복은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원복’이란 사람을 
잡아왔다. 그럼에도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서 국청을 열어 심문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의정으로
서 재판장이던 이항복이 “내 이름도 비슷하니 나부터 먼저 진술하여 변명해야 죄를 면하겠구
먼.”이라고 하자, 옆에 있던 좌의정, 우의정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일순간에 삼엄했던 분위
기가 바뀌어 국청은 중단되고, 이항복의 기발한 농담으로 무고한 백성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탐욕이 없었던 이항복이었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에 공을 세우려는 관리의 탐욕을 
분쇄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청렴한 관리로 세종 때의 명재상인 황희 정승을 꼽는다. 황희는 높은 관직에 재직하고 있으면
서도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고 누추한 옷과  관복 한 벌로 생활하는 청렴한 사람이었다. 

진눈깨비가 내린 어느 겨울날 관복이 한 벌이던 황희는 퇴궐하여 부인에게 서둘러 옷을 빨아 
달라고 하 다. 밤새 말리고 꿰매면 내일 아침 입궐할 때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그
가 속옷차림으로 책을 읽으려 뒤적이고 있을 때 밖에서 " 감마님. 속히 입궐하라는 어명이십니
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은 감이 무엇을 입고 입궐해야 할지 당황해 하 다. 황희는 잠
시 생각하다가 부인이 자신의 바지저고리를 뜯어 꺼내 놓은 솜을 보며 그것을 꿰매 달라고 하
다. 부인은 솜만 꿰맨 것을 두르고 갈 수 있느냐고 만류하 다. 벌거벗은 채로 갈 수는 없으니 
솜이라도 걸치고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하 다. 부인이 바지 솜과 저고리 솜을 실로 얼기설기 꿰
맨 것 위에 관복을 덮어 입고 서둘러 입궐하 다.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칠 책을 강구하라 이르던 세종의 눈에 황희정승의 관복 밑으로 
비죽이 나온 하얀 것이 얼핏 보 습니다. 세종은 양털인 줄 알고 속으로 청렴하고 검소하기로 
소문난 황 정승이 어찌하여 비싼 양털로 옷을 해 입었을까? 하고 이상히 생각하 다. 

세종은 황 정승을 따로 불러 청렴결백이야말로 타의 귀감이 되며 하늘에게까지 상달된 것으로 
아는데, 어찌 오늘은 양털 옷을 입었냐고 묻자 그는 당황하여 양털이 아니라 솜이라고 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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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옷이 한 벌이라 그렇게 되었다는 연유를 설명하 다. 
세종은 황 정승의 옷 밑으로 빠져 나온 솜을 만져 보며 일국의 상이 청렴한 것도 어느 정도

지 어찌 단벌옷으로 겨울을 지낼 수 있느냐 하며 아래 사람을 불러 그에게 비단 열 필을 내려 
주라 하 다. 이에 황희 정승이 정색을 하며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계속된 흉년으로 인하여 헐
벗고 굶주리는 자가 많은데 어찌 상으로서 몸에 비단을 걸치고 다닐 수 있겠느냐고 하며 솜옷 
한 벌로 과분하다고 아뢰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비단 하사는 그만 두었지만  자신이 용포를 걸
치고 있음을 매우 부끄러워하 다고 한다. 

   

맺는말  

조선에서 유학은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 되어 모든 선비는 유학의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
고 있었다. 따라서 유학의 가치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백성 모두가 유학의 가치를 생활규범으로 
삼도록 향을 끼쳤다. 

그러나 왕위찬탈이나 사화(士禍) 그리고 외침(外侵) 등으로 유학의 가치는 훼손되고 문란해져 
정약용은 이렇게 적고 있다. 

붕당의 화가 그치지 않고 정치인을 반역죄로 몰아넣는 옥사(獄事)가 자주 일어나 군신(君臣)의 의
는 무너져버렸다. 또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입후(立後)의 의가 밝혀져 있지 않아 지손(支孫)이나 서자
(庶子)들이 제멋대로 하게 되니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없어져 버렸으며, 고을 수령들이 모두 기생에게 
빠졌으니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이미 문란해져버렸다. 

노인들을 보살펴 봉양하지 않고 어린 귀족 자제들이 교만을 피우고 있으니 장유유서(長幼有序)는 
파괴되고 말았으며, 과거시험만을 위주로 하고 도의(道義)를 가르치지 않으니 붕우유신(朋友有信)도 
어긋나 버렸다.36)           

  
이미 조선 시 에 시작된 오륜(五倫)을 위시한 유교의 가치 해체 과정은 식민지배와 해방을 

통한 서양문물과 제도의 도입으로 가속화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산업사회를 맞이하면
서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한 가족제도의 붕괴로 고유한 제의식(祭儀式)이 간편화 되거나 소홀
히 되어  조상숭배 사상과 함께 친족 간의 유 도 느슨해졌다. 

지식・정보 사회로 나아가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가치 변동 또한 급하게 이루어져 기존의 

36)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박석무 편역, 창비 2016.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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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윤리・도덕이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우리의 전통적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 되
어  윤리・도덕의 표준이었던 유교의 가치가 다음과 같이 심하게 폄하되고 있다.   

명분은 → 핑계로
의리는 →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깡패의 조직원 간의 유대강화의 용어로
지조는 →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인데, 봉건시대의 가부

장적 낡은 올가미로 전락하여 불리하면 지조를 꺾고,  
기개(氣槪)는 → 사기(士氣)라는 용어로 축소되어 군대나 집단의 결집 구호로 전락하였고, 
청렴(淸廉)은 → 낡아빠진 구시대의 덕목으로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치 붕괴는 인권이나 개성 존중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빠르고 철저하
게 진척되고 있다. 

유학은 본래 현실적 학문으로서 주로 윤리・도덕・정치・교육 등에 지 한 향을 끼치면서 
유학이 표방하는 가치는 곧 만인의 행위규범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에 따라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 도덕, 윤리, 지식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수양(修養)이 학문과 인간됨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었다. 

유학 경전의 하나인 학(大學)37)이 지향하는 수양의 순서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
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다.   

이와 같이 삶과 학문의 원리로 작용하 던 유학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유학의 미래와 직결된다. 

   
유학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학의 종교적 측면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가치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종교적 가치라고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적 측면을 강

조한 원초유학을 되살려야 한다.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가 활동하 던 시기의 유학은 인(仁)을 
중심으로 의(義)와 예(禮)를 결합시켜 윤리・도덕이라는 삶의 행동규범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둘째 유학(儒學)의 가치를 사회변동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봉건 군주 하의 농경시 에 통용된 유학의 가치 체계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가치

37)  학의 내용은 삼강령 팔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령은 모든 이론의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을 지니며,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 이에 해당되고, 팔조목은 격물(格
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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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즉, 군신의 관계는 평등한 시민사회에서 신분이 높아지면 의무도 커진
다는 노블리스 블리제(Noblesse oblige)38) 를 실천하는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유학의 가치를 시 정신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시 정신이란 한 시 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 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을 일컫는다. 

물질우위의 상상과 본능위주의 사상은 유교의 전통적 마음 수양을 통하여 교정시킬 수 있을 때 
유학의 가치는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형이상학적 심성론에 실험을 통하여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실험심리학의 측면을 가미하
여야 할 것이다.  

심리학의 원리를 저술한 윌리암 제임스(Willliam James, 1842~1910)와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빌헬름 분트(Wihelm Max Wundt, 1832~1920)
는 실험심리학에 기초하여 근  심리학의 문을 연 학자들이다.  

윌리암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좁은 의미에서는 인지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우주와 
마음을 일치시키는 유심론적(唯心論的: 우주의 본체를 정신적인 것으로 보며 물질적 현상도 정신적
인 것의 발현이라는 이론) 세계관을 수용하는 마음 개념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다.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조차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38)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미국인의 예: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통령에서부터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아들을 한국전에 참전시켰다.
    아이젠하워 통령(34  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워커 장군(미 8군사령관, 낙동강 전선 사수, 한국전에서 사망) 아들 샘 워커
    클라크 장군(휴전 협정을 주도)의 아들 빈 위
    밴플리트 장군(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아들 지미 밴플리트(항공 출격 중 사망) 
    해리스(해병 제1항공사단장)의 아들 지미 해리스는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
    한국전에서 미국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 25%인 35명이 사망 및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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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갖는 대로 
삶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도 아닌 나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함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삶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시 가 변하 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학문과 문화를 소홀이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폄하하여서

는 안 될 것이며 ‘옛 것을 익히어 새것을 아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관점에서 유학의 가치
를 규명하고 필요하면 보완하여 미래사회를 비하여 삶과 학문의 근거로 삼았으면 한다. 유학
은 미래세 의 삶과 학문의 원리로 제 몫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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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itle 论儒家价值体系及其现代启示

Keyword 儒家 价值体系 大同 小康
Presentation Abstract

儒家是一个追求价值理想的群体，又是一个强调经世务实的群体，所以，儒家之“道”是
一个兼容理想与现实的价值体系。两千多年来，在内心世界中真正抱有对儒家之道的价值信仰者
那里，总是拥有两套相关的价值系统。一套是立足于“小康”世界的现实价值系统，他们希望遵
循儒家礼义的要求，在现存的君臣父子兄弟夫妇的社会等级制、权力世袭制的“小康”社会中建
立和谐的社会秩序。另外一套是立足于“大同”社会的理想价值体系，即内心世界的盼望出现一
个没有世袭制、等级制的平等、博爱的理想社会，真正能够实现“天下为公，选贤与能”，“老
吾老以及人之老，幼吾幼以及人之幼”，“民吾同胞，物吾与也”。两千多年以来，儒家士大夫
前追求的“天下有道”的价值体系，一直包含着这个理想与现实的两个不同层面。儒学价值体系
构成一种既有内部紧张又相互补充的关系，而儒家能够春秋战国的诸子百家中脱颖而出，其成功
的原因与此特点有关。人类正在重新进入战国时代，主宰未来世界的价值体系应该具有儒家之道
的包容性。这一种理想价值与现实价值之间的既互补又紧张的关系，会给未来世界价值体系的重
建许多重要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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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itle 유가의 가치체계와 현대적 시사점 

Keyword 유가, 가치체계, 대동(大同), 소강(小康)

Presentation Abstract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과 실용(經 世 務 實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가의 ‘道 ’는 이상과 현실을 아우르는 

가치체계라 할 수 있다. 2천여 년 간 내면세계에 유가의 도가 말하는 가치와 신앙을 지켜온 이들은 상호 연관성

을 가진 두 가지 가치체계를 지향해오고 있다. 하나는 ‘小 康 ’ 세계에 기반한 현실적 가치체계로 유가의 예의(禮
義 )를 숭상함으로써 군신, 부자, 형제, 부부로 구분되는 사회등급제와 권력세습제의 ‘小 康 ’세계에 조화로운 사회질

서를 세우고자 했다. 또 다른 하나는 ‘大 同 ’ 사회에 기반한 이상의 가치체계 즉 세습제와 계급제가 존재하지 않

는 평등하고 박애로 가득한 이상사회를 바라는 내재적 바람을 통해 ‘天 下 為 公 ，選 賢 與 能 (천하를 공평하게 하고 

어질고 잘하는 이를 뽑다)’, ‘老 吾 老 以 及 人 之 老 ，幼 吾 幼 以 及 人 之 幼 (우리 집 어르신을 공경하듯 타인의 어르신도 

공경하고, 우리 집 아이를 사랑하듯 남의 집 아이도 사랑하라)’, ‘民 吾 同 胞  物 吾 與 也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

물은 나와 함께 한다)’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지난 2천여 년 간 유가의 사대부들은 ‘天 下 有 道 (천하에 도가 있다)’의 가치체계를 지향하면서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민해왔다. 유학의 가치체계는 내재적으로 상호 긴장관계이면서도 보완적 기능을 하는 관

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속에서 유가가 성공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유학의 가치체계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인류는 또 다른 전국시대(戰 國 時 代 )를 맞이하고 있는 바, 유가의 도에서 말하는 포용성이야 말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가치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호 긴장을 유발하면서도 보

완적 역할을 하는 이상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의 관계는 이후 세계의 가치 질서 재건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보

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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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儒家价值体系及其当代启示

朱汉民

春秋战国是诸子学兴起的时代，而孔子开始私人讲学并创立儒家，成为诸子学的开拓者，并逐渐
形成一个儒家士大夫群体。儒家士大夫作为从事知识、思想的创造与传播的文人学者，一直坚持
“士”的独立思考和思想创新，提出一整套独特的政治理念和人格理念，努力建构一套与之相关的价
值体系，作为自己的奋斗目标。我们注意到，儒家价值体系内部是存在差别的，存在一个不同价值
的等级排序。价值体系内部的等级排序，既可以是以重要程度的排序，也可以是时间先后的排序。

儒家诸子均是以与以“道”作为价值体系的核心与主干。什么是“道”的价值体系呢？它并不是一个
单一层面的东西，而是一个等级排序的价值体系。考察传世和出土的先秦儒家子学著作，可以看到
儒家士人心目中的儒家之道，总是体现为两个价值世界。一方面，儒家士人基于“天下无道”的严峻
现实，希望恢复一个“君君、臣臣、父父、子子”的礼治秩序，儒家之道所倡导的道德规范，就表达
了他们对现实社会无序的价值追求。儒家学派其实是一个非常现实的士人群体，他们的文化忧患、
政治忧患完全是基于现实政治秩序的实现，故而希望积极参与政治，争取在现实社会建立起一个有
序的社会。另一方面，儒家之“道”代表着一个理想的价值世界。儒家学派是一个追求理想的士人群
体，从孔子创立儒家学派开始，就向往一个理想的“尧舜之世”，《中庸》说：“仲尼祖述尧舜，宪章文
武。”他所祖述的尧舜时代，是一个“天下为公”的完善道德时代，是一个“选贤与能”的完善政治时
代，也是一个“协和万邦”的世界和平时代。儒家学者往往将这个时代赞誉为“大道之行”的时代。所
以，在儒家子学著作中，同样是讲“道”的价值实现，既可能是“亲亲有等”的“天下为家”的社会，也
可能是“平等博爱”的“天下为公”的社会。

对儒家之道的不同价值的序列和排序，儒家经典《礼记·礼运》分别以“大同”、“小康”两个时代，来
表达其价值体系的依据，使儒家的价值序列与上古时代的历史阶段统一起来。一方面，儒家倡导的
“礼义以为纪”，希望实现正君臣、笃父子、睦兄弟、和夫妇的社会和谐，恰恰是“大道既隐”后的“小
康”之世的道德价值，是儒家学者从现实出发的不得已的主张；另一方面，他们内心真正向往的是那
个“天下为公，选贤与能，讲信修睦”、“人不独亲其亲，不独子其子”的“大同之世”，这是以孔子为
首的士人群体所向往的最高社会理想和价值理想。

所以，两千多年来，在内心世界中真正抱有对儒家之道的价值信仰者那里，总是拥有两套相关的
价值系统。一套是立足于“小康”世界的现实价值系统，他们希望遵循儒家礼义的要求，在现存的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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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父子兄弟夫妇的社会等级制、权力世袭制的“小康”社会中建立和谐的社会秩序。另外一套是立足
于“大同”社会的理想价值体系，即内心世界的盼望出现一个没有世袭制、等级制的平等、博爱的理
想社会，真正能够实现“天下为公，选贤与能”，“老吾老以及人之老，幼吾幼以及人之幼”，“民吾同
胞，物吾与也”。两千多年以来，儒家士大夫前追求的“天下有道”的价值体系，一直包含着这个理想
与现实的两个不同层面。譬如，儒家学派所处的春秋战国时代，已经是一个“天下为家”、贵贱有等
的不完善社会，如何防止不同家族、不同个人的利益争斗呢？孔子及儒家学派又将“君君、臣臣、父
父、子子”看作是合乎“天下有道”的社会。显然，这个“天下有道”的君权等级社会的价值体系，不同
于“大道之行，天下为公”的平等、博爱的价值体系。

同样，儒家推崇的“道”的价值体系，也体现在他们的人格追求的多重性。儒家坚持“士志于道”的
精神，但是，儒家之道不仅体现为社会政治形 的“大同”与“小康”的区别，也可以体现为个体人格
形 的“圣贤”与“君子”以及相关的“博爱”与“亲亲” 的区别。因此，我们可以通过对儒家的仁爱精
神，来进一步探讨儒家诸子的人格理想及其相关的价值体系。

毫无疑问，“仁”是儒家的核心价值，仁学也是儒家的思想核心。儒家学者在诠释“仁”的道德内涵
和价值意义时，鲜明地表达出儒家推崇的价值体系的序列，同时亦体现出儒家理想人格、精神境界
追求的多重性。

首先，儒家仁学是指人的血缘关系的亲爱情感。自从孔子提出“仁”的道德并系统地论述仁学以
来，儒家一直将有血缘的亲人之间的爱作为其基本的涵义。孔子说：“君子务本，本立而道生。孝弟
也者，其为仁之本与！”1)孝、弟表达的正是父母与子女、兄与弟之间的亲爱，这一种爱是天然的情
感，这恰恰是为“仁”之本。尽管孔子谈论仁很多，但是这里是从“务本”而言仁的。以后，孔门弟子
均是从“务本”的角度，谈到仁的价值本源意义。如《中庸》说：“仁者人也，亲亲为大。”孟子说：“亲
亲，仁也。”2)他们均是将“亲亲”作为仁爱本身或者是最重要的仁爱。可见，“仁”虽然在后来理解为
广泛的爱人，但是，血缘的亲亲之爱其本义，因为亲亲之爱是最强烈、最真实、最自然的爱，同时
也是最重要的爱。加之古代中国的社会结构又是以血缘家族为基础建立起来的，这就进一步强化了
仁爱的亲亲价值，使亲亲成为仁学的第一义的价值。

但是，儒家仁学还主张从人的亲亲之爱中提升出人人之爱。儒家并没有将仁爱局限在亲亲之间，
而是主张推广这一种亲亲之爱，即由亲亲之爱拓展到邻里、国人、天下。所以，早期儒家在论述仁
爱时，往往都超越了亲亲之爱，成为一种人与人之间的爱。所以，《论语》载：“樊迟问仁。子曰：爱
人。”3)孔子在这里说的“爱人”，是指人人之间的广泛之爱，即是孔子曾经说的：“弟子入则孝，出则

1) 《论语・学而》。
2) 《孟子・告子下》。
3) 《论语・颜渊》。



144

弟，谨而信，泛爱众，而亲仁。”4)这一个“泛爱众”，就是从亲亲之爱拓展而来。孟子也讲到人的亲
亲之爱提升到人人之爱：“君子之于物也，爱之而弗仁，仁之而弗亲。亲亲而仁民，仁民而爱物。”5)

君子应该由“亲亲”而拓展到“仁民”，即对民众有广泛的仁爱之心。
由此可见，儒家仁学又是一种不依赖于亲亲之爱、同时也没有差别等级的博爱精神。亲亲之爱以

及亲亲之爱中提升出来人人之爱，均是一种有等差的爱，儒家承认这一种等差之爱是合理的，是士
君子之所当为。但是，儒家还提出仁爱是可能超越亲亲之爱的“博爱”（与儒家有学源关系的墨家将
其发展为“兼爱”），达到这一种博爱境界和人格的是所谓“圣人”。《论语》载：“子贡问：如有博施于
民而能济众，何如？可谓仁乎？子曰：何事于仁，必也圣乎！尧、舜犹病诸！”6)能够做到“博施于民
而能济众”的爱，显然是一种“博爱”，孔子认为达到这一种爱，是超越了亲亲之仁的爱，故而是“圣”
者才能够做到的。正由于孔子从仁的价值中拓展出一种普遍之爱，孔门后学也就一直在继续拓展这
一种普遍性仁爱。孟子认为这一种泛爱众的仁爱之心，源于人皆有之的“恻隐之心”，他说：“恻隐之
心，人皆有之，……恻隐之心，仁也。”7)而《易传》则将仁爱拓展为一种更为普遍的宇宙精神：“天地
之大德曰生，圣人之大宝曰位。何以守位？曰仁。”8)宋儒张载在《西铭》一文中，所阐发的就是这一
种博爱的精神: “乾称父，坤称母；予兹藐焉，乃浑然中处。故天地之塞，吾其体;天地之帅，吾其
性。民吾同胞，物吾与也。大君者，吾父母宗子；其大臣，宗子之家相也。尊高年，所以长其长；
慈孤弱，所以幼吾幼。圣其合德，贤其秀也。凡天下疲癃残疾、茕独鳏寡，皆吾兄弟之颠连而无告
者也。”9) 张载的《西铭》深受宋儒的广泛赞誉，就在于它揭示了儒家价值体系中包含的一种超越亲
亲之爱的“博爱”精神。当然，也有一些目光狭隘的儒者并不理解《西铭》的价值意义，故而批评《西
铭》不合儒家亲亲之爱的原则。

儒家的社会理想和人格理想是相互关联的。在“大道既隐，天下为家。各亲其亲，各子其子”的“小
康”社会，人与人的爱是亲亲有等的，因此，这也是士君子人格所追求的仁道。然而，在“大道之行
也，天下为公”的时代，那是一个圣人的时代，整个社会处在一个和谐美满的时代：“选贤与能，讲
信修睦。故人不独亲其亲，不独子其子。使老有所终，壮有所用，幼有所长，矜寡孤独废疾者皆有
所养。”对于儒家士大夫来说，尽管这一个时代没有到来，但是每一个希望做圣贤的士君子，仍然可
以将其作为自己的最高理想，同时在那一个社会没有到来的时候先去追求那个圣人的精神境界。

4) 《论语・学而》。
5) 《孟子・尽心上》。
6) 《论语・雍也》。
7) 《孟子・告子上》。
8) 《周易・系辞》。
9) 《正蒙・乾称篇》，《张载集》，中华书局2008年，第6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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两千多年以来，儒家士大夫追求的“天下有道”的价值体系，一直包含着这个理想与现实的两个不
同层面，并且构成一种既有内部紧张又相互补充的关系。一方面有志于价值理想和知识创造，向往
超现实的政治理想、人格理想；另一方面，他们又坚持经邦治国的实用理性，他们的学术思想离不
开治国平天下的治术。在儒家的价值体系中，这两种价值并不是对立的、冲突的，而是互补的、依
存的。儒家理想价值的追求因为有现实关 而没有走向玄虚、空幻，能够为现实的缺陷、不足而提
供强大的文化资源和崇高的神圣价值。同样，儒家实用价值的追求因为有价值理想而不会完全走向
依附和媚俗。儒家能够春秋战国的诸子百家中脱颖而出，成为中华文明、东亚文明的核心价值，其
成功的原因于此特点有密切关系。

当代世界正在重新进入战国时代，人类面临第二个轴心文明时代。我们仍然认为，兼容理想性与
现实性的儒家之道应该能够为现代世界的价值体系建构提供重要启示。因为我们看到，所谓现代
性是一种世俗化浪潮，这一种世俗化浪潮冲击下人类文明及其价值体系，处处体现为一种理想性
与现实性、神圣性与世俗性的激烈矛盾和冲突。一方面，那些追求理想性、神圣性价值观念的价
值观念、思想体系、宗教组织、知识精英，往往与商业化、世俗化的现代化的格格不入，他们持
高调理想主义而对现代社会展开批判，但是他们的批判性有余而建设性不足。另一方面，那些追
求现实性、世俗性的现代各界精英，无论是依附于现代国家机器的技术官僚、权势集团、各类政
要，还是生活在现代工业化机器上的科技人员、专业人士、职业经理，他们完全融入到现代化、
商业化、世俗化的文明体系，但十分缺乏理想性、神圣性的价值信仰。从这一个角度来看，儒家
价值体系体现出来的理想价值与现实价值之间的既紧张又互补的关系，会给未来世界价值体系的
重建许多重要启示。

（作者系湖南大学岳麓书院国学院院长、国际儒学联合会副理事长、中华孔子学会副会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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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가치체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주한민(朱汉民)

춘추전국시 는 제자학(諸子學)이 꽃을 피운 시기이다. 이 시기 공자(孔子)는 사인강학(私人講
學), 즉 자체적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유가사상을 탄생시켜 제자학의 개척자가 되었으며 유가 사

부 집단이 점차 형성되었다. 이들은 부분 지식이나 사상을 창조하고 전파하는 문인 학자들
이었다. 또한‘사인(士人)’으로서 독창적인 생각과 사상을 탄생시켰으며, 독특한 정치이념과 인격
이념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한 가치체계 형성에 몰두했다. 우리는 유가의 가치체계 안에 구별이 
있고,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서열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치체계 안에서의 등급 서
열이란, 중요도나 시간에 따른 서열을 말한다.

유가 제자는 모두‘도(道, truth)’를 가치체계의 핵심이자 근간으로 삼았다. ‘도’의 가치체계란 
단일하고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른 서열이 있는 개념이다. 선진(先秦)시  유가 학자들
의 저서를 보면, 유가 사인들이 생각하는 유가의 ‘도’가 무엇인지 두 개의 가치 세계를 통해 엿
볼 수 있다. 첫째, 유가의 ‘도’가 내세운 도덕 규범은 유가 사인들이 현실 사회의 무질서에 맞서 
추구한 가치를 나타낸다. 이들은 도가 실현되지 않은 천하무도(天下無道)의 혼란스런 현실 속에
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
子子]1)는 예치(禮治)의 질서가 회복되길 바랬다. 사실 유가학파는 매우 현실적인 사인집단으로 
이들이 가진 문화, 정치적인 고민들은 모두 현실의 정치적 질서에서 비롯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둘째, 유가의 ‘도’는 이상적인 가치세계
를 의미한다. 유가학파는 이상을 추구하는 사인집단으로 공자가 유가학파를 창시한 이래 줄곧 
이상의 경지에 올랐던 ‘요순(堯舜)시 ’를 동경했다. 『중용(中庸)』은 ‘공자는 요순(堯舜)을 따르고 
문무(文武)를 본받으려 한다2).’고 말한다. 요순시 는 천하가 모두의 것이었던 천하위공(天下爲
公)의 완전한 도덕적 시 이자, 어질고 능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선현여능(選賢歟能)의 완벽한 
정치적 시 으며, 온 사회가 화목한 협화만방(協和万邦)의 평화 시 다. 유가학자들은 이 시

1) 『论语·颜渊』
2) “仲尼祖述'舜，宪章文武” 『中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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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도(大道)가 이루어진 도지행(大道之行)의 시 다고 예찬한다. 유가학자의 저서를 보
면 ‘도’의 가치가 혈연 만을 사랑하고[親親有等] 천하를 사가라 여기는 천하위가(天下爲家)의 사
회일 수도 있으며, 혹은 평등적 박애를 실현하는[平等博愛] 천하위공(天下爲公)의 사회로 실현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유가 경전 『예기・예운(禮記・禮運)』에서는 동(大同)과 소강(小康)시 를 가치체계의 근거로 
삼아 유가의 가치 서열을 이해하고, 이를 상고시 의 역사 단계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한편으로 
유가는 예와 의리를 기강으로 삼아[禮義以爲紀], 임금과 신하를 바로잡고[正君臣], 아버지와 아들
의 사이를 돈독하게 하며[笃父子], 형제와 부부사이를 화목하게[睦兄弟，和夫妇]3)하는 사회를 실
현하려는 도덕적 가치가 생겨났다. 이는 도가 숨어버린 후[大道旣隱] 나타난 ‘소강’세상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유학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른 하나는 유가 학자들이 동경하는 동
사회이다. 구체적으로 천하가 모두의 것이며[天下爲公], 어질고 능력있는 인물을 선발하고[選賢
歟能], 서로 신뢰을 쌓아 화목을 꾀할 뿐 아니라[講信修睦]4), 자기 부모만을 섬기지 않고[人不獨
親其親],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는[不獨子其子]5) 사회를 말한다. 동사회는 공자를 필두로 
하는 사인집단이 갈망하는 궁극의 이상사회이자 가치관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천 년 간 유가의 ‘도’에 한 가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비슷한 
가치체계를 갖는다. 하나는 소강세계에 입각한 현실적 가치체계이다. 그들은 유가의 예의(禮義)
를 따르고, ‘임금, 신하, 부모, 자녀, 형제, 부부’라는 사회적 계급제도와 권력세습제가 남아있는 
소강사회에서 화합의 사회질서를 구축하려한다. 다른 하나는 동사회에 입각한 이상적 가치체
계, 즉 계급제나 세습제가 없는 평등과 박애의 이상적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는 천하가 모
두의 것이며[天下爲公], 어질고 능력있는 인물을 선발하고[選賢歟能], 자기 부모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부모와 자식에게까지 미치고[老吾老以及人之老，幼吾幼以及人之幼]6), 모두
가 형제이며 모든 사물이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구현[民吾同胞，物吾與也]7)할 수 있다.

예부터 유가사 부들이 추구한 도가 바로 서있는 ‘천하유도(天下有道)’의 사회는 이상과 현실

3) 『论语・颜渊』
4) 『禮記・禮運』
5) 『禮記・禮運』
6) 『孟子・梁惠王上』
7) 『西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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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반된 모습을 내포한다. 예컨  유가학파가 탄생한 춘추전국시 는 이미 귀천이 있는[貴賤
有等] 천하위가의 불완전한 사회 다. 그렇다면 가족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려면 어떻
게 해야할까? 이 질문에 해 공자와 유가학파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8) 사회가 천하유도의 사회라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유도, 군권
등급(君權等級)의 가치체계는 ‘ 도지행, 천하위공’이라는 평등과 박애의 가치체계와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유교가 숭배하는 ‘도’의 가치체계는 인격추구의 다중성을 통해 드러난다. 유가는 
“무릇 선비란 ‘도’에 뜻을 두어야 한다[士志於道]”는 정신을 견지하지만, ‘도’가 등급의 차이를 
보이며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도’는 사회 정치적 형태에 따라 ‘ 동’과 ‘소강’의 형태로도 나
타나고, 개인의 인격 형태에 따라 ‘성현(聖賢)’과 군자(君子)로도 나타나며 사랑의 정도에 따라 
박애(博愛)와 친친(親親)으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의 인애(仁爱, 어질고 남을 사랑하
는 마음)정신을 통해 유가 제자들의 인격적 이상과 가치체계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다.

알다시피 인(仁)은 유가의 핵심 가치관이며, 인학(仁学)은 유가의 사상적 근간이다. 유가 학자
들은 ‘인’의 도덕적 의미와 가치를 해석할 때 가치체계의 서열 뿐 아니라 이상적 인격과 정신 추
구의 다중성도 분명하게 나타낸다.

첫째, 유가인학은 혈연 관계의 사랑을 중시한다. 공자가 ‘인’의 도덕을 제기하고 체계적으로 
‘인학’을 설명하면서부터 유가는 줄곧 혈연적 관계 사이의 사랑, 즉 ‘친친’을 핵심으로 삼았다. 
공자는 “군자가 근본에 힘쓰니[君子务本],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난다[本立而道生]. 효도하고 공
경하는 것[孝弟也者]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로다[其为人之本与]”9)라고 말한다. 효와 공경은 부모
와 자녀, 형제간의 사랑을 가리키며,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의 근본이 된다. 공자가 ‘인’
의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근본에 힘쓰는 것, 즉 ‘무본(务本)’을 ‘인’으로 정
의한다. 훗날 공자의 제자들 역시 ‘무본’으로 ‘인’의 본원적 가치에 해 논했다. 예컨  『중용』
에서는 ‘인자인야, 친친위 (仁者人也，親親為大)’, 즉 ‘인’은 사람이며, 혈연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맹자(孟子)는 ‘친친, 인야(親親，仁也)’, 혈연 간의 사랑이 곧 ‘인’이라고 이
야기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친친’을 인애의 본질이자, 진정한 인애라고 여긴다. ‘인’은 훗날 
광범위한 사랑으로 의미가 확 되었지만 혈연 간의 사랑은 여전히 인애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8) 『论语・颜渊』
9) 『论语・学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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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친’은 가장 뜨겁고, 진실되며, 자연스러운 사랑이자, 가장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  중국의 사회구조가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애의 ‘친친’이 가치를 심화시킬 
수 있었고, 인학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유가 인학은 ‘친친’의 사랑에서[親親之愛] ‘인인’의 사랑[人人之愛] 즉 모든 사람 간의 
사랑으로 확 되었다고 주장한다. 유가는 인애(仁愛)를 친친의 사랑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며 그 
범위를 이웃, 국민, 온 세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초기 유가에서 인애를 친친의 사랑
을 초월한 모든 사람 간의 사랑으로 바라본 것이다. 논어에서 “번지가 인(仁)이 무엇인가 묻자, 
공자 답하기를 애인(愛人, 사람을 사랑하는 것)]”10)이라 하 다. 여기서 애인이란 모든 사람 간
의 광범위한 사랑을 가리키며， 공자가 일찍이 말했던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을 섬기
며[弟子入則孝], 밖에 나가면 윗사람을 공경하고[出則悌],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謹而信], 널리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泛愛眾]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라[而親仁]”라는 구절 가운데 널리 많은 사
람을 사랑하라[泛愛衆]는 말도 바로 친친의 사랑에서 확장되어 나온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맹자 
역시 친친의 사랑을 인인의 사랑으로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자는 물건을 대할 때 아껴주나 어질게 대하지는 않고, 백성을 대할 때 어질게 대하나 

친하게 하지는 않으니, 친족을 친하게 대한 후 백성에게 어질게 하고, 백성에게 어질게 하

고 나서 물건을 아껴주는 것이다”11)

즉 군자는 친친에서 인민(仁民, 백성에게 어질게 함)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것이 곧 민중을 
하는 광범위한 인애의 마음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의 인학은 친친에 의존하지 않으며 등차(等差)가 없는 박애 정신
을 의미하기도 한다. 친친의 사랑과 인인의 사랑은 모두 등차가 있는 사랑으로 유가는 이러한 
등급의 차등이 있는 사랑을 합리적인 것이자 선비와 군자가 마땅히 해야할 것[士君子之所當為]
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유가는 인애가 친친의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박애’(묵가는 박애를 ‘겸애
(兼愛)’로 발전시켰음)이기도 하다고 제기하며, 박애의 경지와 인격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
(聖人)’이라고 했다. 논어에서 자공이 공자에게 “만약 백성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어, 중을 구제
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10) 『論語・顏淵』
11)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仁之而弗親，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孟子·盡心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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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인에 그치랴. 굳이 말하자면 성일 것이다. 요순조차 그렇게 못하심을 마음 아파하셨느니
라”12)라고 하 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중을 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은 분명 박애이
며, 공자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은 친친의 사랑을 초월한 것으로 성인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
다. 공자가 인의 가치로부터 보편적 사랑[普遍之愛]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공자 문하의 후학들 역
시 이런 보편적 인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맹자는 광범위하게 중을 사랑하는[泛愛眾] 
인애의 마음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측은지심
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이 곧 인이다”13)라고 하 다.『역경(易經)』에서는 인애를 
더욱 보편적인 우주의 정신으로 확장하 으며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다. 성인의 큰 보배는 위
(位)이다. 무엇으로 위(位)를 지킬 것인가? 바로 인(仁)이다”14)라고 했다. 송나라 유학자 장재(張
載)는『서명(西銘)』편에서 박애 정신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건은 하늘이며 아버지라 일컫고 곤은 땅으로 어머니라 일컫는다. 나의 이 작은 몸은 아버지와 어
머니 가운데에 태어나 있으며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막아 서있는 것은 나의 몸[體]이고 천지를 
거느리는 것은 나의 성(性)이다. 민중과 나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친형제와 같으며 만물과 나
는 모두 더불어 함께 하는 친구이다. 큰 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장손이요, 큰 신하인 대신
은 종자의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대할 때는 자기 어버이를 모시듯이 존중하
고, 외롭고 약한 이를 돌볼 때는 자기 아이를 돌보듯이 사랑하라. 성인은 하늘과 땅의 덕을 합한 사
람이고 현자는 덕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하늘 아래 늙고 병든 자, 불구자, 자손이 없는 
자와 홀아비 과부 등도 전부 다 나의 형제로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의지할 곳 없고 하소
연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다”15)

장재의 서명은 송나라 유가의 높은 찬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서명에서 유가의 가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친친의 사랑을 초월한 박애 정신을 잘 드러내어 보 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서
명의 가치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유학자들의 경우 서명이 유가의 친친의 사랑의 원칙에 부합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 다.

12) “子貢問：如有博施于民而能濟衆，何如？可謂仁乎？子曰：何事于仁，必也聖乎！堯、舜猶病諸！” 『論語·
雍也』

13) “恻隱之心，人皆有之，……恻隱之心，仁也。”『孟子·告子上』
14) “天地之大德曰生，聖人之大寶曰位。何以守位？曰仁。”『周易·系辭』
15) “乾稱父，坤稱母；予茲藐焉，乃渾然中處。故天地之塞，吾其體;天地之帥，吾其性。民吾同胞，物吾與也。大

君者，吾父母宗子；其大臣，宗子之家相也。尊高年，所以長其長；慈孤弱，所以幼吾幼。聖其合德，賢其
秀也。凡天下疲癃殘疾、茕獨鳏寡，皆吾兄弟之顛連而無告者也。”『正蒙·乾稱篇』, 『張載集』，중화서국 2008년,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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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의 사회적 이상과 인격적 이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도가 숨어버리면 사람들이 천
하를 사가로 삼는다[大道旣隱, 天下爲家]. 세상 사람들이 각자 제 부모만 아비 어미로 여기고, 
제 자식만 자식으로 여긴다[各親其親，各子其子].” 이와 같은 소강 사회에서 인인의 사랑은 친함
에 따라 등차가 있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 군자의 인격이 추구하는 인도(仁道)이다. 그러
나 “ 도가 행하여져 사람들이 천하를 공으로 삼는[大道之行, 天下爲公]”시 는 곧 성인의 시
로, 전체 사회가 원만하게 화합이 되며 다음과 같이 된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신
의를 가르치고 화목하게 닦으니, 사람들이 제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제 자식만을 자식
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인생을 마치도록 하며, 힘있는 자는 적절한 일거리를 갖
게 하고,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있게 한다. 홀아비나 과부, 고아와 홀몸, 늙고 병든 자도 모두 잘 
살 수 있게 한다.”유가의 사 부들은 이런 시 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으며, 비록 사회가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먼저 저 정도 성인의 정신 경지에 오르기를 추구했다.

  2천여 년 동안 유가의 사 부들이 추구해 온 ‘천하유도(天下有道)’의 가치체계는 언제나 이
상과 현실이라는 두가지 서로 다른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상호 견제와 보완이 공존하는 관
계를 구축했다. 한편으로는 가치 이상과 지식 창조에 뜻을 두고 초현실적인 정치 이상과 인격 
이상을 지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실용적 이성을 견지하며 학술 사상은 언제
나 치국평천하의 치술(治術)을 벗어나지 않았다. 유가의 가치체계 가운데 이 두 종류의 가치는 
서로 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의존한다. 유가의 이상적 가치 추구는 언
제나 현실을 살폈지 허황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속 결함과 부족함에 해 강
력한 문화적 자원과 신성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가의 실용적 가치 추구는 가
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속화되지도 않았다. 유가가 춘추전국시 의 제자백가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며 중화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적 가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과 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세계가 다시 전국시 로 접어 들고 있으며 인류는 제2차 축심문명(軸心文明)시 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을 겸용한 유가의 도가 오늘날 세계의 가치체계 구축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소위 현 성이란 세속화의 물결이
며, 이런 세속화 물결 속에서 인류 문명과 가치체계가 이상과 현실, 신성함과 세속성이 서로 격
렬하게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신성함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상 체계, 종교 조직, 지식인들은 언제나 상업화, 세속화, 현 화와 뜻이 어긋났으며, 
이상주의를 고집하며 현 사회를 비판했는데 이들의 비판은 비난에 가까웠으며 건설성이 부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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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과 세속을 추구하는 현  각계 각층의 엘리트 집단은(현 국가기관에 소
속된 기술관료, 권력집단, 정계인사 혹은 현  산업화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재, 전문가, 경 자) 
현 화, 상업화, 세속화된 문명 체계에는 완전히 융화되었지만, 이상과 신성이라는 가치 추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상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 사이에서 상호 견제와 보완이 
공존하는 유가의 가치체계가 앞으로 세계 가치체계의 재건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저자: 후난 학교 위에루서원 국학원 원장, 국제 유학 연합회 부이사장, 중화 공자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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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요약문

유학적 시각에서 본 현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다. 이

는 가족 간의 단절, 나아가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큰 위기이다. 유학은 가족 간의 믿음

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사상 체계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 해체는 이 시대 한국 

유교 발전의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유학사상의 진면목을 살피고, 나아가 한국 유교

가 당면한 가족 해체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Summarization of Presentation 

One of the problems in the Korean society from the view of Confucianism is rapid population aging and 

dangerously low fertility rate. Since these two issues may cause disconnection in families and even 

family dissolution, these pose a great threat to the Korean society. Confucianism is an ideology that 

encourages humane practices based on trust and faith in families. Therefore, family dissolution in the 

modern Korean society is a big obstacle to development of Confucianism in Korea. With this issue 

bearing in mind, this presentation would look in to true characters of Confucianism and seek solutions to 

overcome family dissolution, a challenging facing Confucian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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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歲時代의 明暗 

최근 신문 방송 등 중매체를 통하여 백세시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의료기술이 크
게 발달하 고,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수명이 크게 연장된 것이다. 지난 
달 초 안동의 이웃 고을인 경상북도 예천군 청년유도회 행사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그 단체의 회장은 나의 20년 지기로서 올해 나이가 64세. 회원 정년은 65세라고 한다. 
바야흐로 한민국은 60 가 청년인 시 를 맞이하 다. 80 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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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으며, 100세를 넘긴 超長壽老人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60 는 실상 청년이라고 하기는 거북하지만 이제 노인 축
에는 끼지 못하게 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런데 노인들의 고령화를 보는 일반의 시각에는 적지 않은 염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노후 생활에 한 준비가 없이 고령에 접어들고, 그 결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고령화는 실상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친지는 물론 자기 자식들에게도 외면을 받아 쓸쓸한 만년을 보내다가 외
로운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른바 고독사의 현상이 빈번하여,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중 근 십년 이내에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하나 더 있다. 성년
이 지났고 학교 교육도 이미 마쳤으나 취업에 실패하고,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청년
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1인가구, 독신가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어쩌다가 결혼한 젊은이들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경향까
지 더하여,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고 말았다. 고령화에 더하여 저출
산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가족 해체로 이어질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유교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만들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2. 儒敎의 老人尊重 傳統 

유학, 유교적 가치가 살아 있던 전통시 에는 노인을 우 하고 존중하 다. 『論語』를 
보면, 공자와 그 제자 안연 및 자로의 화가 실려 있다.

안연과 계로[자로]가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너희들의 희망을 말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
다. 자로가, “바라건대 수레와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 입기를 붕우와 함께 공유하다가 그것이 헤져
서 못 쓰게 되더라도 유감이 없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안연은, “바라건대 선행을 자랑하지 않
고, 공로를 과장하지 않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자로가, “선생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공자께서, “노인은 편안하게 모시고, 붕우를 미덥게 대하며, 젊은이를 품어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顔淵季路侍. 子曰 “盖各言爾志?” 子路曰 “願車馬衣輕裘, 與朋友共, 敝之而無憾.” 顔淵曰 “願無伐
善, 無施勞.” 子路曰 “願聞子之志?” 子曰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公冶長]

먼저 말한 자로의 생각은, 귀한 물건보다 붕우가 소중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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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내면적 마음을 기르고자하는 공력이 엿보인다. 마지
막 공자의 말이다. “노인을 편안하게 모신다.” 짧은 발언이지만, 붕우와의 신의, 젊은이
들에 한 배려도 있지만, 노인을 가장 앞세운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論語』
는 이 부분을 제하고 노인에 한 특별한 언급이 더 보이지 않는다.

노인에 한 언급은 『孟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정의로운 王道政治를 설파한 孟子이다. 

“집 주변에 뽕을 심으면 50살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닭, 돼지, 개를 기르면서 그 시
기를 잃지 않으면 70살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묘의 밭에 농사짓는 때를 빼앗지 않으
면 여러 식구의 가정이 배를 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가르침을 근실히 하여 효제의 뜻을 
거듭 가르치면, 머리가 허옇게 센 자들이 도로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70살 된 자가 비단옷 입고 고기
를 먹으며 백성들이 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도 왕도를 실현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
奪其時, 數口之家 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不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
肉, 黎民不飢不寒.  然而不王者未之有也. [梁惠王上] 

맹자가 주장하 던 王道政治의 근간이 경제적 생활안정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0살 된 사람이 따뜻한 비단옷을 입고, 70된 노인이 
배부르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경제적 안정 사례로 말하고 있는 점이다. 공자 맹자 시 까
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선시 에도 전쟁이나 같은 국가적 혼란이 있거나, 흉년이나 전염병 같
은 재앙이 들면 가장 곤란을 당하는 것이 미처 자라지 못한 아동과 함께 노인들이었다. 『맹자』
를 통하여 그 예를 본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 해에 임금님의 백성 중에 노약자는 도랑이나 구덩이에서 구르고, 
장정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헤매는 자가 거의 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의 곡식 창고는 가득 
하고, 재물 창고도 채워져 있는데, 관리들이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윗사람이 태만하여 아
래의 백성들을 잔학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凶年饑歲, 君之民 老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 [公孫丑下]

사방으로 돌아다닐 힘조차 없는 굶주린 노약자들은 도랑이나 골짜기에 쳐 박혀 있다는 
것은, 재난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노인과 연소자라는 말이다. 맹자의 제안에 의
하면 정치적성공은 노인의 봉양 여부에서 결정되고, 이는 공자가 말한 “老者安之”와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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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유학의 고전으로 『禮記』가 있다. 고  유학자들의 노인에 한 존중과 배려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이 책에 있으므로 소개한다.

사람이 태어나 열 살이 되면 “유”라고 하니, 배운다. 스무 살을 “약”이라고 하니 관례를 행한다. 
서른 살을 “장”이라고 하니, 장가를 간다. 마흔 살을 “강”이라 하니, 벼슬을 한다. 쉰 살을 “애[머리
가 허옇게 셈]”라고 하니, 관복을 입고 정사를 본다. 예순 살을 “기”라고 하니, 사람을 부린다. 일흔 
살을 “노”라고 하니,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긴다. 여든 아흔 살을 “모”라고 하며,~~ 죄를 지어도 형벌
을 가하지 않는다. 백 살을 “기”라고 하니, 잘 봉양한다. 대부가 일흔 살이 되면 일을 그만 둔다. 만
약에 허락을 받지 못하면 조정에서는 반드시 궤장을 내려주고, 외출할 때에는 부인이 시중들게 한다.

人生十年曰幼, 學. 二十曰弱, 冠. 三十曰壯, 有室. 四十曰强, 而仕. 五十曰艾, 服官政. 六十曰耆, 
指使. 七十曰老, 而傳. 八十九十曰耄, ~~ 雖有罪, 不加刑焉. 百年曰期, 頣. 大夫七十而致事. 若不得
謝, 則必賜之几杖, 行役以婦人. [曲禮上]

60이상 70노인이 耆老이다. 요즘 말로 원로라는 뜻이다. 부 이상 고위 관원이 70이 되면 일
을 그만두고 국가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几杖, 案席을 내어준다는 것은 국가적차원에서 노인을 
우 한다는 것이다. 

이 기록을 근거로하여 조선시 는 耆老所를 운 하 다. 70세 이상, 正2品 이상의 고위관원을 
상으로 入社하게 하 는데, 궤장과 아울러 田畓과 奴婢도 주었고, 정부에 따로 담당부서도 두

고 원로들을 받들 실무자를 배치하 다. 
또 조선시 에는 개국 직후부터 養老宴을 베풀었다. 世宗 이후에는 庶民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양로연은 봄, 가을 2회, 3월 3일 삼짇날과 9월 9일 重陽節에 朝廷에서는 禮曹判書가, 
각 郡縣은 守令이 노인들을 초청하여 술과 고기를 접하 다. 또 80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良賤
의 구별 없이 老人職을 주어 우 한 것도 노인 우 의 표적인 사례이다. 기사에 들거나 名譽
職이지만 노인직을 받은 것은 물론 양로연에 초 를 받아 참여하는 어른이 집안에 계신 것만으
로도 가문의 광이었던 시 가 우리 조선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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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儒學의 仁과 孝, 그리고 家族

이러한 기풍을 바탕에 두고서 발달한 것이 유교사회 다. 유교의 비조, 孔子의 중심사상은 仁
이다. 『論語』는 인과 관련하여 孝悌, 즉 孝道와 友愛의 중요성을 다음처럼 말하 다.

유자가 말하였다.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우애하면서 어른에게 대들기 좋아하는 자 드물다. 어른에
게 대들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반란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 없었다.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서면서 도가 생긴다. 효도와 우애라는 것은 그 인을 실행하는 기본이다.”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
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學而]

『논어』의 첫 장, 學而篇 수록 둘째 글인 이 말은, 공자의 제자 有若의 입을 통한 것이지만, 
초기 유학자들의 仁과 孝에 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孝悌, 부모님에 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가 인을 실천하는 기본이라는 말하 다. 왜 그런가?

仁은 우리말로 “어질다”라고 풀이한다. “어질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
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이다. 요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덕행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관
련하여 두 글자를 소개한다. 忈과 忎. 둘 다 仁의 古字이며, “인”이라고 읽고, 뜻도 역시 “어질
다”이다. 실상 여러 고전과 사전들을 찾아보아도 이 두 글자의 사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자는 본디 그림 글자이고, 뜻글자이므로 모양만 보아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인(忈)은 
두 마음이고, 천(忎)은 천의 마음이다. 두 마음은 두 사람의 마음이고, 천의 마음은 천 사람의 마
음, 즉 수많은 사람의 마음일 터이다. 이 두 글자는 仁으로 쓰이기 이전에 어질다는 뜻으로 사
용된 글자들인데, 두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표기하고 “어질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다. 이것이 仁으로 바뀌면서 부여된 의미가 있다. 仁은 从人从二, 즉 사람 둘이 함께 하는 모양
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공유하는 것이 “어짊”이라는 것이다. 그 어짊은 마음을 통하여 
함께 하는 것이므로, 본디 인(忈)이라고 사용되었던 것이고, 둘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역
시 그러하므로, 천(忎)이라고도 사용되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앞서 유자의 말에 보이는 어짊을 뜻하는 仁과 孝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들은 누군가
의 부모이면서, 그 이전에 누군가의 자식이었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며, 누군가의 형이고 
아우이며, 누군가의 벗이며, 누군가의 선배 어른이고, 누군가의 후배 후진이다. 자식으로서 나는 
부모님에게 孝道를 다하며, 부모로서 나는 자식을 慈愛로 한다. 남편 또는 아내로서 나는 상

방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바치고, 벗들과는 信義를 나눈다. 나의 마음은 나 한사람의 마음이
지만, 상 방과 그 경우에 따라서 주고받는 마음의 양상이 다르다. 孝道와 慈愛, 友愛, 信義, 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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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 義理 등은 상 와 경우에 따라서 달리 발휘되는 덕목이지만, 이것은 나 한사람의 한 마음에
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 방에게 바치고 되받으면서, 함께 共有하는 마음의 德目이다. 그
러므로 仁은 나와 그 , 둘이 주고받는 모든 德目을 總合한 글자이다. 실상 우리가 풀이하는 
“어짊”이라는 한글 용어는 仁에 담긴 이상의 뜻을 전부 담아내지를 못한다.

그리하여 우리 유학연구자들은 仁을 “사람다움”이라고 설명한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자식을 자애로 하며, 부부간에 사람을 다하고, 벗들과 신의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각각의 경우
에서 사람다운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의 총합이 仁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본 『논어』는 孝悌 -가정에서의 孝道와 友愛 -를, 仁을 실천하는 基本이라고 하 다. 
효도는 부모에게 바치는 자식의 덕목이고, 우애는 형제 사이에 공유하는 덕목이다. 즉 내가 속해 
있는 다종다기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태생적 관계인 가족 간에 실천하는 덕목이므
로, 효제 - 효도와 우애 -는 인을 실천하는 기본이고 첫걸음이라고 한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효도와 우애는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기본이고, 따라서 사람노릇의 출발점이라
고도 말할 수 있겠다.

4. 100歲 時代의 當面 問題, 家族 解體

그런데 현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현금의 한국은 바야흐로 家
族의 解體 현상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제 오늘 또는 근간의 수년 사이에 벌어진 일
이 아니다. 1970년 전후, 국가적생산력이 보잘 것 없어 국민들의 食糧조차 不足하던 시절, 우리
나라는 국가가 앞장서서 産兒制限政策을 강력하고 꾸준하게 주도하 다. 초기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더니, 몇 해 지나지 않아 “둘도 많다.”로 바뀌었다. 인구가 
많은 것이 가난의 원인이고 그 때문에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진단에서 나온 절실함이 엿보이는 
정책이었다. 

1970년 즈음에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農業이었고, 농촌에는 傳統的大家族이 있었다. 그러
던 것이 産業社會로 이행하면서 젊은이들이 남녀 구분 없이 도회지의 공장으로, 회사로 빠져나
갔던 터 다. 여기에 산아제한정책이 더해지면서, 大家族이 崩壞하고, 더불어 농촌사회가 아주 
빠르게 解體의 길로 나갔다. 불과 20년이 지난 1990년경부터는 核家族, 少家族이 일반적인 가
족의 형태가 되면서 가족은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런데 2000년  들어서면서 전에 없던 가족 형태가 나타났다. 다른 가족 없이 1인이 살아가
는 獨身家庭이 출현한 것인데, 이제는 핵가족도 옛 말이 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노
정이 되었다. 성년을 넘겼고 학교 교육도 마친 지 여러 해 지났으나, 취업난 때문에 직장을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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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 都會地의 靑年들이다. 다른 하나는 膝下의 子女들은 떠나
고 夫婦만이 살다가 홀로 남은 老人들이다. 초기에는 농촌에 많았으나, 當今에는 都, 農을 가리
지 않고 널리 확산되었다. 

전자나 후자 모두 안정된 수입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자식이나 친척은 물론 주변과도 단절된 생활을 하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소위 孤獨死
라는 불행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줄면서 勞動可能人口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그 결
과 국가의 經濟的生産力量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高齡人口가 급속하게 增加하면서 나라의 福
祉費用 부담 역시 增加一路에 있다. 醫學과 醫療技術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壽命은 
빠르게 延長되고 있다. 이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나라의 經濟破綻을 조만간 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상 당면 문제 중에서 21세기 유교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독
거이다. 취업과 결혼을 포기한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가족관계마저도 포기해 버
렸다. 결국 조만간에 장기적으로 家族解體가 일반화될 전망이다. 

앞서 儒學이 추구하는 사람다움, 仁의 기본적 실천이 孝라고 하 다. 孝는 자녀가 부모에게 
바치는 덕목이다. 그러나 가족이 해체되면 자식이 어디 있고, 누가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가? 
효 실천의 터전이 없어지면서 유교적 가치가 실현될 터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아니 장기적
으로는 우리 민족의 종자, 씨앗이 마를 수도 있는 일이다. 

수년전부터 우리의 사회적 모순을 진단하고 있는 전문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極端的인 疲勞社
會라 규정하 고, 忿怒社會라고 지적한 저술도 있다. 일상적 사회생활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관
계를 위하기에 우리는 지나치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견디다 못한 사회 구성원
들의 갑작스러운 분노가 여기 저기 표출되고 있는 참으로 위험한 시 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진
단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왕도정치의 기본으로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주장하면서 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 다.

“일정한 재산[항산]이 없으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항심]을 갖기는 오직 士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백
성 같으면 항산이 없으면, 이를 따라서 항심도 없어집니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사치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奢侈, 無不爲已. [梁惠王上] 

恒産이란 일정한 재산의 축적이고, 恒心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변치 않는 꿋꿋한 의지
이다. 우리말로 ‘선비’라고 풀이하는 士 만이 항산 없이도 항심을 가질 수 있는 반면, 民,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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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항산이 없이 항심을 가질 수 없고, 항심이 없이 항산을 가지면 자기 멋 로 사치하기를 끝
없이 한다는 말이다.

맹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민본사상을 주장하 던 명말 청초의 중국학자 黃宗羲는 이러한 민을 
自私自利만을 도모한다고 규정하 는데, 요즘 말로하면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근년의 우리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하면서 자주 접하 던 말이 있다. 賤民資本主義. 갑작스럽
게 富를 蓄積한 富者, 猝富들이 벌이는 천박한 돈 놀음을 말한다. 1960년  economic animal 
소리를 들었던 一部 日本人들이 그랬고,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猝富들이 활개 치고 있는 
중이며, 2000년  들어서서는 中國의 猝富들이 이 열에 합류하 다. 恒心이 없는 猝富들의 放
辟奢侈는 지금 이 시  부자들의 벌이고 있는 흔한 행태이다.

『맹자』를 조금 더 보자.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거의 없는데, 서민은 그것마저 없애고, 군자는 그것을 잘 보존한다. ~~ 
군자가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을 갖고 마음을 간직하
고, 예를 갖고 마음을 간직한다.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
禮存心 [離婁下] 

禽獸, 짐승과 다를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아주 조금 다른 그것을 소중히 간직한 이는 
君子이고, 그것마저 남김없이 버린 자, 그리하여 짐승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는 자가 庶民, 즉 백
성이라고 맹자는 갈파하 다. 실상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 性善說을 주장한 
학자인데, 현실적 인간의 삶이 보이는 행태에 하여는 이렇게 규정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君子만이 짐승과 다른 사람이고 군자가 아닌 庶民들은 짐승처럼 산다는 것이다. 앞
서 본 恒心 없이 恒産 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의 放辟奢侈가 바로 禽獸같은 行態라는 말이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이 시 에 君子가 있는가? 士가 있는가? 없다. 20세기 이후 현 는 중
이 이끌어가는 大衆, 民衆의 時代이다. 즉 民이 이끌어가는 시 이고 사회이다. 맹자가 살았던 
시 보다 경제적환경이 훨씬 나아지면서, 정치, 사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적 수준과 교양은 
넉넉해졌으나, 經濟的利得 앞에서는 여전히 禽獸처럼 齷齪같기는 孟子時代의 民이나, 現代의 大
衆이나 다를 것이 조금도 없다. 

이러한 大衆 主導 時代에, 君子를 希求하고 선비정신을 되새기는 儒學精神, 儒敎文化는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大衆, 民을 君子 또는 선비[士]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至難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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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世紀 儒敎 發展을 위한 提案 

이제 우리 시 의 유교 발전을 위하여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만 하
는가?

첫째, 解體되는 家族을 復元해야 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가족은 孝 實踐의 터전이고 儒學的
人間다움이 실현될 基盤이다. 가족이 살아야 孝가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살아난다. 가족의 소중
함을 인식하면서 사람 사는 滋味와 더불어 意味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장래의 儒學이 살
아나는 불씨 노릇을 할 것이다. 

둘째, 가족 복원을 위하여 靑年層이 安定的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실의에 빠져 결혼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한 우
를 받을 직장을 구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기성인들 모두가 현재 자신의 살림이 
조금 많이 팍팍해지더라도, 우리의 未來를 責任질 靑年層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결혼한 젊은이들이 낳은 아기는 국가, 사회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한다. 맞벌이 하는 젊
은 부부들이 어린 아기를 맡기려고 보육시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혼을 주
저하고, 출산을 유보하여서는 가족이 유지 되지 않는다.

이상과 관련하여 재삼 주목할 것은 앞에서 살핀 바 “老者安之”와 더불어 공자가 말한 “少者懷
之”이다. 젊은이들을 품어준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경제적 능력
을 갖추지 못한 고령노인들의 빈곤 해결이지만, 장래의 “老者安之”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당장 “少者懷之”, 우리 청년들을 품어 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장래의 유교 문화 발전을 위
한 지름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이 있다. 유교의 가치를 알고, 유학 정신을 실천하며, 장래의 유교 발전
을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자신의 
일이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듬어야 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안아 주어
야 한다. 자비의 실행이 불교도들만의 것이 아니고, 사랑이 나눔이 기독교인들만의 것이 아닌 것
처럼, 유학적 가치의 실현은 유교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학에서 말한 가족간의 믿음
과 존중에서 출발하는 사람다움의 실현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고, 목전의 과제이다. 나와 
다른 생각과 이념들을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포괄할 때에 유교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
다. 유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분발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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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진리교 사건과 3.11대진재 이후 일본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식의 음화(陰畫)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 그런 위기의식의 한가운데에는 ‘멸공봉사’(滅公奉私) 즉 공(公)의 붕괴와 이기주의적 사(私)의 팽창에 대

한 일본인의 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발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논어와 공공성의 접한 관계

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

의 논어론을 검토하는 한편, 오모이야리(타인에 대한 배려)와 마코토(誠) 등의 대표적인 일본문화코드와 현대일본

의 논어 이해가 만나는 접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Summarization of Presentation

This presentation would raise question about in which form Confucius values exist in the modern 

Japanese society, paying attention to two kinds of booms around Tokyo subway sarin attack in 1995 

and the 3.11 earthquake in 2011 in particular. One is a boom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another 

is a boom in public philosophy. Both booms have a common factor that they are negative pictures of 

serious consciousness of crisis in the Japanese society after Tokyo subway sarin attack and the 3.11 

earthquake. Japanese people had the feeling of danger mainly because they sensed “annihilation of the 

official for the sake of the private (滅公奉私).” With this issue bearing in mind, this presentation would 

review the interpretation of Confucius by Shibusawa Eiichi who is called “the father of Japanese 

capitalism” as a specific example demonstrating close relations between the Analects and publicness. 

Also, it would consider where major Japanese cultural codes including the mindset of “showing 

thoughtful consideration to other people (思いやり)” and the spirit of “sincerity (誠, Makoto)” and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Analects in Japan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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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사회의 논어붐과 마코토(誠)

박규태(한양대학교)

가지 노부유키(加地伸行)는 침묵의 종교, 유교에서 현 일본의 여러 사회현상들 가령 뇌사와 
장기이식, 일본 황실, 야스쿠니신사, 관료, 개인주의, 출생률, 여성 문제 등에 한 유교적 이해
라든가 회사에 한 유교적 해석 또는 서구 근 적 가치에 한 유교적 재평가 등을 통해 유교
도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위 책이 출간된 1994년 이후 일본사회는 옴진리
교 사건(1995년)과 3.11 진재(2011년)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과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논어붐도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형서점에 가면 논어 
관련 서적들이 서가를 빼곡히 채우고 있을 만큼 논어에 한 인기가 높다. 거기서 논어는 ‘리더
의 마음자세’라든가 ‘인재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에서 논
어에 한 인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사색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일본인이 오랫동안 가
장 애독해 온 책이 바로 논어 다. 사실 논어는 주자학자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와 하야시 
라잔(林羅山) 이래 에도시 에 무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혀졌다. 

그러다가 근 기에 들어와 논어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후쿠
자와에게 유교는 봉건제도와 상하 신분의식을 변하는 것이자 근 화의 개혁을 가로막는 최
의 장애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비판은 당시 논어로 변되는 유교적 윤리
가 일반인들 사이에 깊이 침투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일본문화론에서 금과
옥조처럼 언급되어온 ‘화(和)의 원리’도 논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쇼토쿠태자의 <17조 헌법> 
제1조 ‘화를 귀히 여긴다’(以和爲貴)는 말은 “예의 실행에 있어서는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
고 온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禮之用. 和爲貴. 學而:12)는 논어의 구절을 차용한 것이었다.  
  

Ⅰ. 논어붐의 전경 :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재조명 

지난 2009년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기업가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 1840~1931)
가 단장이었던 도미(渡美)실업단의 민간외교 100주년에 해당되는 해 다. 그 즈음 <일본경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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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연합>은 EU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 규격화에 착수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시부사와의 이른바 ‘도덕・경제합일설’
이 다시금 각광을 받게 되었다. 시부사와에 한 이런 재조명이 논어붐을 촉발시킨 중요한 요인
이 된 것이다.     

‘도덕・경제합일설’의 내용은 크게 이익추구 및 실용주의에 한 논어적 이해가 중심이 되어 
있다. 시부사와는 누구나 쉽게 배워 응용할 수 있는 실천도덕이라는 점에서 논어의 가장 큰 매
력을 보았다. 그는 이처럼 실천적 실용주의의 매력을 지닌 논어를 ‘수호 본존’으로 삼아 그 유훈
을 준봉하고 그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업 활동을 위해 왔노라고 고백한
다. 이때 그는 “군자는 의에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 깨닫는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里仁:16)
는 논어 구절과 관련하여 이윤보다 도리를 더 중시하면서 이를 ‘논어와 주판’에 비유하고 있다.  

“주판알을 튕기면서 부(富)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런 손익계산의 기초를 인
의(仁義) 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마치 무함마드가 한손에 칼을, 다른 손에 코란을 쥐고 세
계에 임했듯이, 나는 한손에 논어를 그리고 다른 손에 주판을 들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논어와 주판(부의 추구)는 모순된 것이 아니며 경제와 도덕은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이런 ‘도덕・경제합일설’에 입각하여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고 거래처・업계・국가의 이익을 
더 중시함으로써 시부사와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이때 그는“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君子 周而不比 小人 比而不
周. 爲政:14)는 논어 구절을 “군자는 충실과 신실로써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소인은 자기들
만의 편당을 지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석했다. 여기서 시부사와가 군자의 덕목으로 들
고 있는 ‘충실’과 ‘신실’은 ‘마코토’(誠)라는 일본문화론적 가치를 가리킨다. 환언하자면 시부사와
가 말하는 ‘논어와 주판’은 ‘마코토’라는 일본문화론적 프리즘을 통해 본 논어이해라 할 수 있다. 

Ⅱ. 일본문화론적 논어 이해 : ’오모이야리’와 ‘마코토’

주지하다시피 논어의 키워드는 군자의 핵심 덕목이라 할 만한 인(仁)이다. 논어에서 여러 형태
로 제시되고 있는 인에 한 정의 가운데 먼저 주목할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
에게 하지 않는 것”(己所不欲 勿施於人. 顔淵:2)이라는 ‘황금률’이다. 이와 같은 황금률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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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 顔淵:22)이라든가 “극기복례”(克己復禮. 顔淵:1) 등으로 정의되
고 있다. 

그런데 논어에는 인과 동일한 내용의 황금률이 또 하나 있다. ‘서’(恕)가 그것이다. 공자는 제
자인 자공으로부터 평생 행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서이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衛靈公:23)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인과 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논어의 해설서
라고도 할 수 있는 맹자이다. 즉 맹자는 “서를 (억지로라도) 힘써 행하면 인을 구함이 이보
다 가까울 수 없다.”(强恕而行 求仁莫近焉. 盡心上:4)고 적고 있는데, 하부카 시게키(羽深成樹)는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서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타자를 배려하는 것이고, 인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타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구분한다. 만일 이런 구분이 타당하다면, 후쿠자와 유키
치가 설한 ‘야세가만’(痩せ我慢) 즉 ‘싫어도 참고 따르는 것’에 익숙한 일본인에게는 인보다는 서
가 훨씬 더 가까우리라고 상상된다. 

여기서 인과 서를 ‘타자에 한 배려’ 즉 ‘오모이야리’(思いやり)로 보는 일본적 관점에 주목할 
만하다. ‘오모이야리’는 현 일본인들의 인간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일본문화론적 개념이다. 따
라서 인과 서를 ‘오모이야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현 일본사회에서 논어적 가치가 여전히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 극기복례로서의 인은 “먼저 자신의 인격을 닦고 다음
으로 예에 맞는 실천을 통해 남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으로 말해지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극
기복례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타자 중심적이다.  

한편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는 왜 일본은 성공했는가(Why has Japan 
succeeded)라는 저서에서 중국 유교는 인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인본주의적 종교로 발달
한 반면, 일본 유교는 충(忠) 지향적인 민족주의적 종교로 발전하여 근 화에 상이한 향을 미
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중국 유교는 인 중심이고 일본 유교는 충 중심”이라는 말인데, 이
때 충의 의미도 중국과 일본은 다르다. 중국의 경우 충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정직한 것”(true 
to one’s own conscience)을 뜻하지만 일본에서 충은 본질적으로 “주군에게 철저히 헌신하는 
성실성(sincerity)”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실성(sincerity)은 일본어로 ‘마코토’(誠)라고 
한다. 

논어에 의하면 “공자의 도는 오직 충서일 뿐”(夫子之道 忠恕而已矣. 里仁:15)인데, 이를 일본
적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마코토(충)와 오모이야리(인과 서)가 된다. 논어가 서를 매개로 하
여 인과 충을 연결하듯이, 마코토와 오모이야리 또한 일본인의 일상 윤리에서 표리일체의 관계
로 결부되어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코토가 무엇인지에 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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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코토 : 양날의 칼

마코토는 원래 유교적 개념인 성(誠)에 한 일본어 표현이다. 가령 중용은 “성은 하늘의 도
이며 이를 행하는 것은 사람의 도”(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라고 적고 있는데,  주자는 
이런 중용의 성(誠)을 리(理)와 하나가 된 상태로서의 “천리의 본연”(天理之本然)이라고 해석했
다. 하지만 야마가 소코(山鹿素行)라든가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등 일본 근세의 유학자들은 리
를 배제한 채 마코토를 “인간관계에 있어 타자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주관적 심정의 순수함”으
로 이해했다. 그때그때의 인간관계에 순수하게 전력을 다하여 관여하는 것, 즉 자신을 철저히 관
계에 귀일시키고자 하는 무사무심(無私無心)의 표현이 곧 마코토라고 본 것이다. 막말 지사들은 
지성(至誠)을 최고의 정신적 지침으로 삼았으며, 근 기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마코토
야말로 규범 중의 규범이라 할 만한 최고의 가르침이다. 모든 도덕적 교훈의 기초가 이 한 마디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라 하여 마코토에 절 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하여 윤리학자 사가라 도오루(相良亨)는 “주어진 상황에서 순수하게 나를 버리고(無私) 주
어진 일과 의무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곧 마코토라고 정의내린다.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
에서 “인간이란 그저 정해진 법도에 따를 때에만 어떤 실효를 기 할 수 있고 또한 모순이나 갈
등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반 하는” 것이 마코토 윤리라고 지적한다. 어쨌든 이런 ‘마코
토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본사회에서 가장 큰 예에 속한다. 한마디로 마코토
는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내면으로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는 일종의 ‘종교적 궁극성’을 내포한 일본
문화론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순수하고 전력을 경주하는 전통적인 마코토 윤리의 표방은 한편으로 일본인의 정신적 
훌륭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심각한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양날의 칼이다. 첫째, 
마코토는 지극히 주관적인 윤리이며, 원리적인 규범성이나 객관적인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
다. 다만 상과의 정서적 교감 또는 공감을 통해 자기를 버리고 전체성에 순수하게 귀일하는 
마코토이기만 하면 된다. 둘째, 마코토 윤리는 현실부정의 방향성을 가지기 어렵다. 다만 현실의 
질서를 추구할 뿐이다. 일본인에게는 어떤 행동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보다는 얼마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 혹은 집단과 집단의 우두
머리를 위해 얼마만큼 봉사했느냐가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일본인의 ‘오모이야리’ 즉 
‘타자의 한 성실’은 타자의 타자성에 한 참된 자각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가라 도
오루의 진단이다. 자타의 합일을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저절로의 형이상학’으로서 마코토가 말해
지는데, 거기에는 참된 타자성에 한 자각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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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말 : 논어와 공공성

일본사회는 1980년 에 들어서면 ‘미이즘’(meism)라 불리는 사생활주의의 만연에 의한 ‘공’과 
‘사’의 괴리 및 그것의 전형적인 표출로서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중간집단의 쇠퇴가 두드
러지게 된다. 이어 90년 에는 개인주의와 경쟁을 주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주의 및 
경제중심의 글로벌리즘의 발상이 세력을 얻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공공 역을 잠식하고 사적인 생활세계에까지 깊이 침투하게 된다. 그런 풍조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95년의 옴사건이었다. 그 후 90년  말 오부치 케이조 내각 때 ‘공
이냐 사이냐’라는 공사 문제가 정계의 중심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김태창의 주도하에 <공공철
학 교토포럼>이 발족하면서 일본사회에 공공철학붐이 촉발되었다.  

논어붐과 공공철학붐은 결코 별개의 붐이 아니다. 양자는 옴사건과 3.11이후 일본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식의 음화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 그런 위기의식의 한가운데에 ‘멸공
봉사’(滅公奉私) 즉 ‘공’의 붕괴와 이기주의적 ‘사’의 팽창에 한 일본인의 자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 자의식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자폐적인 성벽을 뚫고 표출되어 나온 것이 논어붐과 공
공철학붐이었던 것이다. 

하부카 시게키는 ‘공공성의 교과서’로서 논어를 자리매김한다. 일본인에게는 체로 친절, 정
직, 근면, 겸허, 질서의식 등의 미덕이 몸에 배어 있다. 이런 미덕을 공공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면, ‘일본의 브랜드’로서의 공공심을 배양시켜준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바로 논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논어와 공공성의 이와 같은 접한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마코토와 오모이야리의 프리즘을 통한 일본
인의 논어 읽기에는 결정적인 취약성도 내포되어 있다.  

그 취약성을 극복하는 길 또한 논어 안에 있다고 보인다. 가령 논어는 “인자는 자기가 서고자 
함에 타자를 세워주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함에 타자로 하여금 달성하게 한다.”(仁者 己欲立而立
人 己欲達而達人. 雍也:28)고 말한다. 이때 ‘먼저’라는 수식어를 ‘타자’ 앞에 붙여본다면 어떨까? 
거기서는 자기보다 타자를 먼저 살림으로써 자기도 ‘살려지는’ 그런 윈윈관계가 부각된다. 이는 
‘무사’(無私)라든가 ‘멸사’(滅私)와는 달리 자기와 타자 모두를 세우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무사’에 입각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소거해버리는 ‘마코토’라든가 혹은 자발적인 자기억제와 인
종을 강요하는 모순에 빠지기 쉬운 ‘오모이야리’(타자에 한 배려) 등의 일본문화론적 가치와 
구별되는 기획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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