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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 한중인문협력 방안

10월 20일(금) 국제회의실 16:00~18:00

최근 한중 양국 간의 문제로 여러 방면에 걸친 교류의 단절 혹은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사회 송환아 교수 안동대학교, 공자학원장

발표자 이윤화 교수
원장

안동대학교
한중인문협력위원회

郭沂(Guo Yi) 교수 서울대학교

Zhang Jing Hua 교수
원장

후난과학기술대학교
국학원

토론자 Chang De Jun 위원 한중인문협력위원회

Li Xue Tang 교수 산동대학교

선병삼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상봉 교수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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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정보
성    명 이윤화

소    속 안동대학교 사학과

직    책 교수

전문분야 중국사학사·중국중세사

학    력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중국문화대학 사학연구소 문학박사

경력사항

2017. 6. ~ 현재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원장 겸임

2016. 4. ~ 현재   중국니산학자

2015. 6. ~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대학원장

2014 ~ 현재   21세기 인문가치포럼조직위원회 위원(문화분과 : 한국정신문화재단)

2013 ~ 2014   中國史學會 회장

2012 ~ 현재   공자학원 원장

2000 ~ 현재   東洋史學會 평회원

1999 ~ 2000   魏晉隨唐史學會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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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 이윤화 LEE YUN HWA

소        속 안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versity

발 제  제 목
유학(儒學)과 인문교류

儒學和人文交流

제4회 21세기인문가치포럼 主題發表(2017.10.20)

유학(儒學)과 인문교류

이윤화(안동대 교수, 중국공자연구원 尼山學者)

1. 동아시아와 ‘유교문화권’  

최근에 와서 학계에 동아시아가치, 동아시아질서,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담론 등이 회자되
기 전, 1970년대 이후 “중국적 세계질서”라는 용어가 한 때 유행된 적이 있다. 한자와 유교를 
시작으로 하여 율령체제, 불교 등 중국문화 요소의 한반도로의 전파와 그 수용의 특징 등과 관
련한 지칭이었다. 진한(秦漢)제국 이후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에 정치적,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1차 중국적 세계질서가, 수당(隋唐)시대에 제2차 중국적 세계질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네트워크 붕괴되고 유럽 자본주의가 전
파되면서 천여년 이상 지속되어왔던 자율적, 완결적 의미의 역사세계는 해체되었다. 근대 이후에
도 서로의 문화와 생활상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통되었고, 아울러 
각자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서구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의 문화적 공통성으로 근대 이후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자주 언급되는 한자, 유교, 불교, 교
육과 지식의 강조, 질서와 권위의 존중, 조상숭배의 가족가치 중시, 단체우선, 자기억제 등 문화
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간에는 소통할 수 있는 말과 글의 제약성, 국가와 민족 사
이의 평등관의 결여 등으로 여전히 소원(疏遠)한 관계가 존재하 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소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학적 가치가 발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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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으로 인해 전통시대 유학이 지닌 실천적 가치 중 특히 질서와 권위의 존중, 단체우선, 자
기억제 등의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1세기 인간에 대한 배려와 도
덕성이 결여된 시장경제체제와 과학기술 진보 등의 위험성에 대한 자기 성찰이 유학적 가치를 
더욱 주목하게 하고 있다. 

2. 최근 양국의 인문교류 상황 이해하기

(1)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결성과 “인문유대(人文紐帶)”, “인문공동체(人文共同體)”
1992년 한중 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주지하는바와 같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

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13년 한중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의 중요한 기초
라는 공동인식하에 인문교류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인문유대”를 
제시하 고 중국정부와 학계가 모두 높은 관심과 함께 환 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에 답하는 중
국의 입장에서는 인문유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인문공동체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려는 희망을 나
타내었다. 즉 다양한 인문・문화교류와 함께 특히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개인과 가정의 일상윤리
로써 또 사회와 국가의 규범 윤리로써 유가문화를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하여 인문유대의 내용과 
외연을 확장시키기를 원하 다. 정치와 경제와 인문은 국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3두마차라는 인
식하에 인문교류야말로 민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의를 충실히 반 하게 함으로써 양국관
계의 긴 성을 기초에서부터 촉진시키는 기제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중 양국의 인문교류가 “정상이 설계하고 관방이 인도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頂層設計, 
官方引領, 全民參與]”한다는 기치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측이 인문유대를 통해 
인문공동체를 건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일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인문동맹(人文同盟)”으로까지 확
장시키려 한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 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성립되고 
2014년 7월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19개 인문교류 협력 항목을 선포하 는데, 대부분 청소년 교
류와 음악, 예술, 문학, 전통복식, 인문유산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2014년 11월에 서안(西安)
에서 개최된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2014년 교류항목을 평가하면서 인문유대의 
최종목표는 양국 국민의 친 정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음을 쌍방이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 다.

  
(2) 인문교류의 방향

한중 양국의 인문교류와 관련해 학술교류와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구체적인 교류의 실천을 위
한 커다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류 활동에 포함되어 개최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주관하는 “인문학포럼”과 양국의 외교부와 중국사회과학원 신식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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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인문교류정책포럼”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5년 6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인문교류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

게 살펴보자. 포럼에서는 세계사 차원에서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인문학 유산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생활이 필요로 하는 정신지주를 충분히 토론하여 새롭게 가치판단의 근거를 수립
하는 문제를 살피고 아울러 이같은 기초 위에 한중 양국 인문교류 발전의 구체적 정책과제의 토
론을 촉진한다고 했다. 정책의 전제로서 각각 첫째, 본국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둘
째, 전통문화는 어떻게 현대화의 요구에 적응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외래문화 특히 현대 서방
문화에 바르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토의되기를 희망하 다. 세 분야로 나눠 토의를 진
행하 는데, 제1단원은 “동방정신과 전통지혜”, 제2단원은 “서방 현대사조와 중한 인문학의 대
응”, 제3단원은 “양국 인문교류 정책건의”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제3단원에서는 문화자원
의 공동개발의 방향과 발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문화무역, 문화투자를 통해 문화자원의 
공동개발을 시도하고 한중문화산업발전기금의 설립안이 제시되기도 하 다. 아울러 양국의 지방
도시간의 인문교류의 필요성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특히 해양도시연맹체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연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모두가 주지하는 정치적 변수로 개최되지는 못했지만, 2016년 12월 중국 북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회 한중인문학포럼의 주제선정과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한인문
전통과 현대화”를 대주제로 정하고 그 배경과 토의방향을 설명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인문전통은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정신과 정감의 유대라고 하 다. 두 나라는 공동의 가
치추구를 지향하는 가운데 각자의 문화특색을 형성하여 왔고 근대에 들어와 유사한 역사적 어려
움에 직면하여서도 스스로의 인문전통의 기초 위에 응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자 나름의 특색을 
지닌 현대화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장기간의 깊이 있는 인문교류를 해왔던 만
큼 공동으로 새로운 동아질서를 만들어내고 공동으로 동아인문전통에 기반 한 현대세계와 관련
한 새로운 구상을 창조해 내자고 했다. 포럼에서 토의될 주제를 문학, 역사, 철학, 언어와 교육, 
문화 분야 등으로 정리하 는데, 그 중 역사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될 주제는 ① 중한 전통국
가 통치이념사상과 그 현대적 전환 형태. ② 중한근대화과정 중의 ‘传统’. 문화전통과 중한근대
화 과정의 비교. ③ 동아시아 지역사  시각 하의 중한 문화교류와 역사적 상호 향. ④ 중한 양
국간의 고대교통과 동아세계의 형성 등이었고, 철학분야에서는 ① 경전문헌, 경학전통과 현대 해
석. ② 철학건립과 동, 서방문명：중한철학 현대화 과정의 비교. ③ 중한불교 전통과 현대성 문
제. ④ 동아가치관과 오늘의 세계 등이었다.



인문가치 학술 4
유학과 한중인문협력 방안

15

3. 유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교류증진 방안 탐색  

(1) 문화적 역동성을 전제로 한  “유학가치 실천”을 위한 교류 확대
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교류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일은 양국의 유학이 지닌 본질적 의미

와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유학을 한중 양국의 문화언어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양국의 유교의 특성이 무엇이고 향과 함께 
자생적 사유의 결과로 나타난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려보는 안목을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
하다. 바른 안목은 단순히 전통의 동질성만을 내세우는 비학문적 태도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념적 문제의 천착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관방의 요구에 따른 주제 혹은 정책적 수요
와 관련한 주제들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유학의 실천적 과제들 즉 자신의 행동을 상대화하면서 
보편적 기준에 맞추려는 인간이 되기 위한 소위 ‘자율적 개인’을 배양하기 위한 주제와 함께 일
상적 실천을 위한 문제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문화는 역동성을 지니는 인간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문화는 일방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작용을 문화적 역동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한 
개인 내부에서는 개인의 내면에 축적된 문화체험을 불러내고 더 나아가 그와 결합하여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문화는 작용과 함께 ‘흐름’으로 존재하는 것
이기 때문에 유학의 가치가 오늘은 물론 내일에 있어서도 ‘오래된 미래’로서의 생명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교가 추구하는 인, 의, 예, 효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이 형
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교는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사상으로만 생각하는 편견이 많
이 남아 있다. 이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하여 본질과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일과 
함께 유교와 관련하여 교육과 제례와 교화를 담당하던 향교와 서원 등을 활용하여 건축학적 문
화유산을 공유하는 방법과 그에 담긴 정신과 교육 내용의 현대화를 위한 상호노력을 하는 작업
도 필요할 것이다. 유교와 관련한 문화유산은 사상이념체계로서의 향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흡수되어 있어서 콘텐츠로의 개발과 활용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
양한 유학적 가치의 사회실천을 위한 교류를 전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과거 문벌의 
도덕률이 아닌 스스로에게 엄격하면서도 사회적 책무에서는 무한 책임을 운위하던 宗家문화가 
추구하던 가치들을 살피거나, 전통건축 등을 비교하여 살피면서 그에 내재된 개인과 가족 도덕
률 등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오래된 미래”라는 전통문화에 대한 표현에
서 보았듯이 한중 양국은 과거를 模式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문화적 慣性을 지니고 있어서 유학
전통을 살펴 미래의 개인과 사회의 일상을 계획하는 일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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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간 교류 
한국과 산동과 교류를 이야기하면서 친 감을 이야기할 때 “산동의 수탉이 울면 인천에서도 

들린다(山東的公鷄叫, 仁川都聽得到)”라고 하여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움을 표현한다. 아
울러 산동성은 경제적인 규모가 크고, 스스로를 중화문화의 발상지(發祥地)라고 하는 점에서 매
우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중엽이래 서양문물이 유입되던 창구가 광동(廣
東)이었다면 한국과의 교류는 전통적으로 산동이 그 창구 다. 제로(齊魯)문화로 대표되는 산동
지역은 ‘공맹의 고장[孔孟之鄕]]’으로서 유학이 그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인문가치포럼을 
주최하는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지역은 특히 유학의 중심성이 매우 강한 지역적 특성
을 보이고 있음으로, 인문이나 문화를 주제로 한 산동지역과의 교류를 언급할 때 유학이 그 중
심에 위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국가적인 관심과 지지 하에 전개되는 인문교
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산동의 교류가 유교와 전통문화 교류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1990년대 이후 안동대 퇴계학연구소와 산동사회과학원 유학연구소, 문화
연구소 등과의 오랜 교류나, 한국국학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산동의 중국공자연구원과의 교류를 
비롯하여 안휘대(安徽大) 휘학(徽學)연구중심, 복건성 주자(朱子) 관련 기구와의 활발한 인적 교
류가 그러한 교류의 배경이 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21세기 인문가치의 구현과 공유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유학 관련 지역 교류를 기초로 하여 교류 지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특히 인문가치의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함께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문
유대(人文紐帶)’를 넘어서 ‘인문공동체’ 건립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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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学何以回应现代化与后现代主义的挑战
——兼论儒学的当代重建

郭沂(首尔大学人文学院哲学系教授, 中国孔子研究院尼山学者)

摘要：现代化背景下的儒学重建，面临两项重要任务：一是借助于荀学来接受、吸纳西
方现代性，从而实现现代转型，以回应现代化的挑战；二是依赖于孟学来挺立人的主体价
值，从而纠正、修复现代化的缺陷，以解决后现代主义所提出的问题。在历史上，道统分为
天人统和人天统两系，而孟子和荀子分别是二者的继承者、弘扬者和集大成者。从人性论、

制度设计、平等思想等方面看，以荀学为代表的人天统蕴含着民主思想的资源，而其宗教
观、世界观、认识论等思想又散发着科学精神和知识论的光芒。如果说荀子发现了人性中消
极的、丑恶的一面的话，孟子则发现了人性中积极的、美善的一面，孟荀的人性论都是中国
人性论长期发展的结果。现代化所满足的主要是“小体”，后现代所追求的则是“大体”，

二者都有其人性基础，因而承认并发挥其合理性，克服并抑制其弊病，是唯一正确的选择。

对于儒学的当代重建来说，这意味着“受之以荀”和“纠之以孟”是同时进行的，其结果
是，统合孟荀，开出儒学的新境界、新时代！

关键词：现代化 后现代主义 孟学 荀学 儒学重建

儒学从来都是与时俱进、不断发展的。从历史上看，儒学的发展，有时候是为了回应社
会现实的挑战，如先秦原始儒学是为了回应春秋战国时期剧烈的社会变动而创建起来的，而
汉代新儒学则是为了回应秦汉一统的新局势而提出的；有时候是为了回应外来文化的挑战，

如宋明新儒学就是为了回应佛教的挑战而重建的。然而，当代儒学的发展，既面临着社会现
实的挑战，即近代以来的“三千年未有之大变局”，也面临着外来文化的挑战，这就是西方
文化之冲击。当然，此“三千年未有之大变局”，主要是由西方文化之冲击而造成的，因而
这两种挑战是交织在一起的。本文试图从回应西方文化的挑战着手，来探讨儒学的当代重建
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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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儒学当代重建的使命与路径
就回应西方文化的挑战而言，我以为儒学的当代重建，面临两项重要任务：一是接受、

吸纳西方现代性，从而实现现代转型，以回应现代化的挑战；二是挺立人的主体价值，从而
纠正、修复现代化的缺陷，以解决后现代主义所提出的问题。

所谓西方现代性，主要是新文化运动所说的德先生和赛先生，现在一般表述为民主政治
和知识论。接受、吸纳这些现代性，一直就是现代新儒学的目标，牟宗三先生提出的“三统
并建”、“内圣开出新外王”等命题，即为此而设。然而，随着中国经济的腾飞和民族意识
的觉醒，近年来儒学界内部出现了一股拒斥上述这些西方现代价值的潮流，我期期以为不
可，认为这不但不能维护儒家的尊严，对儒学的当代发展而言，也是十分有害的。道理很简
单，尽管这些西方现代价值有这样那样的缺陷，但其合理性，更是显而易见的，正好可以弥
补儒学之不足，其为世界上越来越多的国家和地区所接受，不是偶然的。从某种意义上说，

它代表着几百年来的世界潮流。借用孙中山先生话说：“世界潮流，浩浩荡荡，顺之者昌，

逆之者亡。”儒学如果不能顺应这一潮流，就会故步自封，从而失去生机。

应该如何接受、吸纳西方现代性呢？鉴于我们所面临的形势和任务和宋明时期的儒学重
建极其相似，诸如都要应对外来文化的严峻挑战和传统文化的严重失落等问题，因此，或许
可以从中获得某些启示。

在我看来，宋明时期的儒学重建大约经历了三个境界。第一境界为“泛滥于诸家，出入
于老释者几十年”（程颐《明道先生行状》）。此境界展现了宋明儒家充分学习、消化和吸
收各种学说尤其道家、佛家的心路。第二境界为“返求诸六经而后得之”（程颐《明道先生
行状》）。这句话可以从两个方面来理解，一是归宗于六经，二是从儒家传统中挖掘有效的
资源。第三境界为“吾学虽有所受，天理二字却是自家体贴出来。”(程颢《外书》十二)这
意味着在前两种境界的基础上，提出自己的新思想和新哲学。

依此，儒学的当代重建，也将经历类似的三个境界：首先是充分学习、消化和吸收西
学，第二是深入挖掘儒家传统中现代性的资源，第三是建构新的哲学体系。

如果说宋明儒学所面临的主要挑战来自佛教心性论，其使命是吸纳佛教心性论，并发扬
光大儒家传统中的心性论资源，从而在此基础上重建儒家心性论的话，那么，当代儒学所面
临的主要挑战来自作为现代性之基本内容的民主政治与知识论，其使命是吸纳西方民主思想
与知识论，并发扬光大儒家传统中的民主思想和知识论资源，从而在此基础上重建儒家民主
思想和知识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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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是，在儒家传统中，是否存在民主思想和知识论的资源呢？对此，人们一般会持否
定态度。笔者却以为，早在两千多年前，起源于不同地区的三个轴心文明已经对人和社会进
行了全面而深入的探索，提出了各种各样的学说，也埋下了各种各样思想的种子。在其后的
历史长河中，一俟条件具备，其中某些思想的种子就会萌生、发芽、成长。作为中国轴心文
明的代表性学派，先秦时期的儒学大师们，已经为我们埋下了民主思想和知识论的种子了。

笔者认为，轴心文明时代儒家民主思想和知识论的种子主要存在于荀子所代表的传统
中。充分挖掘这种宝贵资源，可以帮助我们实现儒学的现代转型，从而有效地回应现代化的
挑战。因而，我们应该像宋明新儒学借助于思孟心性论来接受、吸纳佛教心性论那样，借助
于荀子的民主思想和知识论资源来接受、吸纳西方现代民主思想。这种儒学当代重建的路
径，我称之为“受之以荀”。

不过，经过数百年的迅猛发展，现代化的弊端和缺陷也日益彰显，并引起人们的忧虑，

所谓后现代主义思潮，因之而起。后现代主义对现代性的批评，主要在于由现代化所导致的
精神失落、价值扭曲、人为物役、环境恶化、核弹危机等方面。因此，挺立人的主体价值，

从而纠正、修复现代化的缺陷，以解决后现代主义所提出的问题，构成了儒学当代重建的另
一任务。

如何医治这些现代病呢？我认为，早在两千多年以前，原始儒学的另一个传统，也就是
孟子所代表的传统，已经为我们准备好了良药。这种儒学当代重建的路径，我称之为“纠之
以孟”。

二、荀子在道统中的地位
不过，最早明确提出道统论而成为理学先驱的韩愈早有言：“斯吾所谓道也，非向所谓

老与佛之道也。尧以是传之舜，舜以是传之禹，禹以是传之汤，汤以是传之文、武、周公，

文、武、周公传之孔子，孔子传之孟轲。轲之死，不得其传焉。荀与扬也，择焉而不精，语
焉而不详。”（《韩昌黎全集》卷十一）自此以后，荀学被排除在道统之外，成为儒学中的
异端。如果真是这样，荀学自然难以承担回应西方文化的挑战以重建儒学的重任。但事实远
非如此！

让我们先来看什么是道和道统。在儒家思想中，道为人当行之道，即人道。此道有两层
含义。一是客观之道，二是观念之道，即由往圣先贤认识客观之道所形成的一套观念，而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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套观念又表现为一套概念系统和行为准则。按照荀子的说法：“道者，非天之道，非地之
道，人之所以道也，君子之所道也。”（《荀子·儒效》）“人之所以道”，是说人们用来
遵循的道，即客观之道。“君子所道也”，是为君子所言谈的道，即用语词表达的道，也就
是观念之道。因此，道为各种道德范畴之总称，也就是说，各种道德范畴都属于道。如孔子
说：“君子道者三，我无能焉。仁者不忧，知者不惑，勇者不惧”（《论语·宪问》），以
仁、智、勇为道；曾子说：“夫子之道，忠恕而已矣”（《里仁》），以忠、恕为道；子思
说：“君臣也，父子也，夫妇也，昆弟也，朋友之交也。五者，天下之达道也”（《中
庸》），以五种人伦为道；孟子说：“尧舜之道，孝弟而已矣”（《孟子•告子下》），以
孝弟为道；荀子说：“道也者，何也？礼义、辞让、忠信是也”（《荀子·强国》），以礼
义、辞让、忠信为道。这就是说，所有这一切，莫不是对客观之道的发现，莫不属于道的范
畴。客观之道是一个无穷无尽的宝藏，需要求道者去不断地挖掘、发现和弘扬。正是在这个
意义上，孔子才说“人能弘道，非道弘人”（《论语·卫灵公》）。因此，道统之道，乃观
念之道。所谓道统，就是往圣先贤求道、弘道的足迹。

在儒家看来，人道乃天道的体现，因而观念之道来自对天人之际的追究。既然如此，那
么既可自上而下地“推天道以明人事”，又可自下而上地“究人事以得天道”，这是往圣先
贤求道、弘道的两种基本路径。由此，道呈两统，由前一种路径所形成的传统可称为“天人
统”，由后一种路径所形成的传统可谓之“人天统”。

道之两统的渊源，可以追溯到祝、史二职。祝和史可谓中国最早的知识分子。祝与天、

与神打交道，其思维方式是“推天道以明人事”，所以属于天人统。史官和人打交道，其思维
方式是“究人事以得天道”，所以属于人天统。在六经中，《易》代表祝的传统，其究天人之
际的主要方式为“以天道而切人事”或“推天道以明人事”，属于天人道统；《诗》、《

书》、《礼》、《乐》、《春秋》代表史的传统，其究天人之际的主要方式为“以人事而协天
道”或“究人事以得天道”，属于人天道统。孔子上承夏商周文明之精华，下开两千年思想之
正统，无疑是道统传承的枢纽性人物。在早年，“孔子以《诗》、《书》、《礼》、《乐》

教”，主要继承了《诗》、《书》、《礼》、《乐》之人天道统。自“晚而喜《易》”，孔子
又将重点转向继承和发扬《易》之天人道统。进入战国，儒家开始分化为两系。一系承《

诗》、《书》、《礼》、《乐》、《春秋》之人天统和孔子早期思想，本之以圣人之教化，从
而论性情之原，礼乐之生，可谓之教本派。此派创自公孙尼子，继之以《性自命出》、《内
业》，而集成于荀子。另一系承《易》之天人道统，融合孔子中晚期之思想，本之以天命之善
性，从而论情心之变，教化之功，可谓之性本派。此派创自子思，而集成于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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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此可见，不管是孟子，还是荀子，不但皆得孔子之真传，而且皆承孔子之前之古老传
统，都是道统的继承者、弘扬者和集大成者，在道统传承史上都具有重要的地位。孟学和荀
学，堪称儒学史上的两个典范。

既然如此，自韩愈至宋明儒家为什么厚此薄彼呢？这并不是因为他们缺乏学术修养，而
是有其深刻的历史根源的。隋唐时期，佛教取代了儒学独尊的地位，成为显学。那些有志于
复兴儒学的学者明白，佛教是靠心性论征服中国的，而在传统儒学中，具有比较丰富的心性
论资源，可以开发出来与佛教心性论相抗衡的，正是思孟学派，即我所说的天人统。所以，

挺立思孟，提出道统学说，正是为了满足当时的现实需要。

三、以荀学回应现代化的挑战
然物换星移，时过境迁，我们今天所面临的挑战已非佛教心性论，而是来自西方民主思

想和知识论，因而回应挑战的武器也应该由天人统中那种心性学说转变成道之另统，也就是
以荀学为代表的人天统所蕴含的民主思想和知识论了。

为什么说荀学蕴含着民主思想的种子，可以成为接受、吸纳西方现代民主思想的桥梁
呢？换言之，“受之以荀”何以可能？

一种合理的政治制度，往往有其人性基础，民主思想也不例外。它的一个重要前提，是
承认人是有缺陷的，所以需要各种规范、制度乃至法律的制约，而认识人性的缺陷，也正是
荀子最重要的理论贡献。

有关荀子性恶的学说，人们耳熟能详，兹引《荀子·性恶》篇首段足以说明问题：“人
之性恶，其善者伪也。今人之性，生而有好利焉，顺是，故争夺生而辞让亡焉；生而有疾恶
焉，顺是，故残贼生而忠信亡焉；生而有耳目之欲，有好声色焉，顺是，故淫乱生而礼义文
理亡焉。然则从人之性，顺人之情，必出于争夺，合于犯分乱理，而归于暴。”

既然如此，如何才能建设一个健全的、和谐的社会呢？荀子接着说：“故必将有师法之
化，礼义之道，然后出于辞让，合于文理，而归于治。”“师法”中的“师”为师长，

“法”当指下文的“法度”。看来，控制人性之恶的途径有二，一是师法的教化，二是礼义
的引导。前者相当于现在的国民教育，后者相当于制度建设。礼是一种外在规定，其作用相
当于现代法制，可以说是一种软性的制度，在中国古代，起到了宪法的作用。不过“法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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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含义较广，当包含道德、礼制、法制等各种规则。

然而，师法和礼义又来自何处呢？荀子认为：“古者圣王以人性恶，以为偏险而不
正，悖乱而不治，是以为之起礼义，制法度，以矫饰人之情性而正之，以扰化人之情性而
导之也，始皆出于治，合于道者也。”（《荀子·性恶》）就是说，礼义、法度等皆由圣
人所制定。这一判断，是符合历史事实的，应该来自历史的经验。在中国历史上，最典型
的事例莫过于“周公制礼作乐”了；在西方历史上，美国国父们讨论签署《独立宣言》，

早已传为佳话。

民主的一个重要因素是平等。就此而言，虽然儒家不主张权利平等，但人性和人格的平
等，却是为大多是儒家学者所坚持的。在这方面，荀子多有论述。如：“材性知能，君子小
人一也；好荣恶辱，好利恶害，是君子小人之所同也”（《荣辱》）；“凡人之性者，尧舜
之与桀跖，其性一也；君子之与小人，其性一也。”（《荀子·性恶》）正因如此，荀子主
张“涂之人可以为禹”：“凡禹之所以为禹者，以其为仁义法正也。然则仁义法正有可知可
能之理。然而涂之人也，皆有可以知仁义法正之质，皆有可以能仁义法正之具，然则其可以
为禹明矣。”（《荀子·性恶》）

更难能可贵的是，荀子认为，通过个人的努力和修养的提升，人的社会地位也是可以改
变的：“虽王公士大夫之子孙也，不能属于礼义，则归之庶人。虽庶人之子孙也，积文学，

正身行，能属于礼义，则归之卿相士大夫。”（《荀子·王制》）

至于荀子的科学观和知识论思想，更是显而易见的。在那个宗教和迷信思想流行的时
代，他断言：“雩而雨，何也？曰：无何也，犹不雩而雨也。日月食而救之，天旱而雩，卜
筮然后决大事，非以为得求也，以文之也。故君子以为文，而百姓以为神。以为文则吉，以
为神则凶也。”（《荀子·天论》）正因如此，对于一些怪异现象，荀子能作出理性的解
释，如：“星队木鸣，国人皆恐。曰：是何也？曰：无何也！是天地之变，阴阳之化，物之
罕至者也。怪之，可也；而畏之，非也。”（同上）

在荀子看来，客观世界是有规律可循的，是不以人的意志为转移的：“天行有常，不为
尧存，不为桀亡”；“天不为人之恶寒也辍冬，地不为人之恶辽远也辍广，君子不为小人之
匈匈也辍行。天有常道矣，地有常数矣，君子有常体矣。”（同上）因而，客观世界是可以
认识的，而人也具备认识客观世界的能力：“凡以知，人之性也；可以知，物之理也。以可
以知人之性，求可以知物之理而无所疑止之，则没世穷年不能徧也。”（《荀子·解蔽》）

那么，“人何以知道？曰：心。心何以知？曰：虚壹而静。”（同上）由此，荀子对心的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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识能力、人的精神世界，乃是名实关系等诸多方面，都提出了独到的见解。限于篇幅，兹不
赘述。

如此等等，都体现了荀子的科学精神和知识论思想。

需要指出的是，荀子的民主思想和知识论思想与现代民主思想和知识论既有相通之处，

又有相异之处。但其相异之处构不成我们否定其为民主思想和知识论的理由，这就像我们不
能因为思孟心性论不同于佛教心性论从而否定其心性论的性质一样。这种差异意味着两者是
相互补充、相得益彰的，就像思孟与佛教心性论的差异意味着两者相互补充、相得益彰一
样。因此，荀子的民主思想和知识论可以成为儒学接受、吸收现代西方民主思想和知识论的
桥梁，就像当年宋明理学家以思孟心性论为桥梁去接受和吸收佛教心性论一样。

四、以孟学回应后现代主义的挑战
与荀子相反，孟子主张人性是善的：“无恻隐之心，非人也；无羞恶之心，非人也；无

辞让之心，非人也；无是非之心，非人也。恻隐之心，仁之端也；羞恶之心，义之端也；辞
让之心，礼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人之有是四端也，犹其有四体也。”（《孟子·

公孙丑上》）孟荀关于人性的看法看起来针锋相对，势不两立。那么孰是孰非呢？其实，他
们的看法都是正确的。如果说荀子发现了人性中消极的、丑恶的一面的话，孟子则发现了人
性中积极的、美善的一面。

孟荀的人性论都是中国人性论长期发展的结果。根据笔者的考察，中国古人至迟在殷周
之际就开始探索人性的奥秘了。不过，当时人们对性的认识主要还限于经验层面，即血气之
性，也就是后儒所说的气质之性。在各种血气之性中，与道德关系最密切的，当数情感，因
而作为情感的性尤其受到重视。在这个意义上，我们甚至可以说，性即情也。此种性，也被
称为“情性”。就情性对道德的作用而言，当有积极和消极之分。

殷周之际的人文主义思潮，形成于周初政治和文化精英对夏、商两代覆灭的反省，因而
从逻辑上推测，最早引起人们注意的应该的消极的、可能导致恶的性。在《尚书·召诰》

中，我们读到：“节性，惟日其迈。王敬作所，不可不敬德。”孔安国传：“和比殷周之
臣，时节其性，令不失中，则道化惟日其行。”从孔传看，所谓“节性”，就是节制情欲，

类似于《中庸》所说的“喜怒哀乐之未发谓之中，发而皆中节谓之和”的思路。《尚书·西
伯戡黎》亦云：“非先王不相我后人，惟王淫戏用自绝。故天弃我，不有康食。不虞天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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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迪率典。”郑玄注曰：“王逆乱阴阳，不度天性，傲狠明德，不修教法。”对此，阮元进
一步解释道：“‘度性’与‘节性’同意，言节度之也。”（《研经室集•性命古训》）既
然这种性需要节制，那么它一定是消极的、可能导致恶的性。这是荀子人性论之渊源。

当然，积极的、能够导致善的性也没有受到忽视，这主要表现在“厚性”之说上。《国
语•周语上》载祭公谋父谏周穆王曰：“先王之于民也，懋正其德而厚其性，阜其财求而利
用其器用，明利害之乡，以文修之，使务利而避害，怀德而畏威，故能保世以滋大。”何为
“厚性”？依韦昭注：“性，情性也。” 至于“厚”，则与《国语•晋语》一“彼得其情以
厚其欲，从其恶心，必败国且深乱”中的“厚”字同义，正如韦昭所注：“厚，益也。” 

在这里，“厚其性”指促进、培育、发扬性情。在“彼得其情以厚其欲，从其恶心，必败国
且深乱”中，“厚其欲”是反道德的，故此“欲”是消极的、能够导致恶的性，而在“懋正
其德而厚其性”一语中，“厚其性”是高扬道德的，故此“性”无疑为积极的、能够导致善
的性。这是孟子人性论之滥觞。

可见，早在西周时期，人们已经认识到了情性既有积极的、可以导致善的一面，也有消
极的、可以导致恶的一面，孟荀不过分别继承和弘扬了这两个传统而已。

尤其值得注意的是，和荀子一样，孟子的人性论也就情性立论。孟子的性为“恻隐之
心”等四端，而“恻隐”正是一种情感体验。因此，和荀子的人性论一样，孟子的人性论也
属于气质之性，而后儒以孟子人性论为义理之性之典范的成见，是需要重新考量的。

既然人性是善的，那么恶从何来？孟子指出：“耳目之官不思，而蔽于物。物交物，则
引之而已矣。”（《孟子·告子上》）原来罪魁祸首是“耳目之官”，即情欲。“耳目”等
感官没有“思”的能力，故为外物所遮蔽。外物陈陈相因，最终导致堕落。孟子进一步分析
道：“体有贵贱，有大小。无以小害大，无以贱害贵。养其小者为小人，养其大者为大
人。” 朱子注云：“贱而小者，口腹也；贵而大者，心志也。”在孟子看来，既然“人之
有是四端也，犹其有四体也”，那么对于人人所固有的“四端”，就不必外求，也不必借助
任何手段，只需当下体认，便可获得。这种体认，孟子谓之“思”：“人人有贵于己者，弗
思耳矣。”（《孟子·告子上》）这里的“人人有贵于己者”指的是什么呢？孟子说：“仁
义礼智，非由外铄我也，我固有之也，弗思耳矣。”（《孟子·告子上》）一方面说“人人
有贵于己者，弗思耳矣”，一方面说“仁义礼智……弗思耳矣”，可见“思”的对象，正是
仁义礼智这些本心或善端，即“四端”。至于“思”的主体，当然是“心”：“心之官则
思，思则得之，不思则不得也。此天所与我者。”（《孟子·告子上》）“思则得之”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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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当然也是“四端”。

从这里，我们依稀可以看出孟子对西周以来人性论传统的继承与发展。他一方面将那种
消极的、可以导致恶的情性归结为耳目之欲，名之为“小体”，另一方面将那种积极的、可
以导致善的情性归结为心之思，称之曰“大体”。我们也不难发现，孟荀对恶之来源的看法
也是一致的，那就是耳目之欲，只是孟子不以之为性而已。

用我们今天的话说，作为“耳目之官”的“小体”就是生理需要、物质享受，是人和动
物共有的；而作为“心之官”的“大体”是精神寄托、价值诉求，是只有人才具有的，是人
之为人的本质。

让我们把思路拉回今天。用孟子的观点来反观现代化，只能让我们感叹，现代化的种种
弊病，都被两千多年的孟子不幸而言中！现代化给我们带来的积极影响，最明显的是极大的
物质享受，包括衣食住行等各个方面。但这一切，所满足的不过是孟子所说的“小体”而
已。在这同时，现代化给我们带来了诸如精神失落、价值扭曲等等为后现代主义所诟病的种
种问题。这个过程，不正是“耳目之官不思，而蔽于物。物交物，则引之而已矣”吗？不正
是“以小害大”吗？不正是“养其小者”吗？

因此，如欲克服现代化的种种弊端，必须像孟子所说的那样：“先立乎其大者，则其小
者弗能夺也。”（《孟子·告子上》）这反映在儒学重建上，就是“纠之以孟”，即用孟学
来纠正已被扭曲的现代化。

原来，现代化和后现代这两种看起来势不两立的世界思潮，分别与孟子所讨论的两种人
性是相对应的（用今天的眼光看，不管“大体”还是“小体”，皆为人性），现代化所满足
的主要是“小体”，后现代所追求的则是“大体”。既然二者都有其人性基础，那么它们就
都有其合理性，那种有你为我的思维方式是不可取的，因而承认并发挥其合理性，克服并抑
制其弊病，是唯一正确的选择！对于儒学的当代重建来说，这意味着“受之以荀”和“纠之
以孟”是同时进行的，其结果是，统合孟荀，开出儒学的新境界、新时代！

 李学勤主编：《十三经注疏·尚书正义》，北京大学1999年版第39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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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현대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학의 당대 재건을 함께 논하다

郭沂(GUO YI)
(서울대 인문학 철학과 교수/중국 공자연구원 니산학자(尼山學者))

[내용 요약] 

서양문화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학의 재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하나
는 서양의 현대성을 수용함으로써 현대적 전환을 이루고 이를 통해 현대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주체적 사상을 확립하여 현대화의 결함을 개선, 회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도통(道統)은 천인통(天人統)과 인천통(人天統)이라는 두 계파로 분류되며, 맹자와 
순자는 각각 이 둘을 계승 발전시키며 집대성해 온 인물들이다. 인성론, 제도의 설계, 평등사상
의 측면에서 볼 때 순자로 대변되는 人天統에는 민주사상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속의 
종교관, 세계관, 지식론 등의 사상은 과학정신과 지식론의 빛을 내뿜고 있다. 

순자가 인성(人性) 가운데 부정적이고 추악한 일면을 발견했다면, 맹자는 그 속에 존재하는 긍
정적이고 선한 일면에 주목한 바,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은 모두 중국의 인성론이 오랜 동안 발
전해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현대화를 통해 小體가 만족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大體일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각각의 人性을 기반으로 하면서 각각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합리성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각각에 존재하고 있는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유학의 당대 재건에 있어서 ‘수지이순(受之以荀)’과 ‘규지이맹(糾之以孟)’을 함께 모색한다면 
맹학과 순학이 통합된 유학의 새로운 경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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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현대화, 포스트 모더니즘, 맹학, 순학, 유학 재건 

유학은 언제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 왔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유학의 발전은 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과 외래 문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진(先秦)시대의 원시 유학이 춘추전국시대의 치열했던 사회적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창설된 경우는 전자에 속하며, 송명시대 불교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신유학
의 성립은 후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유학의 발전은 근대 이후 나타난 ‘3000년의 역사 이래 유래가 없었던 대변화’
라는 사회적 현실로부터의 도전과 서양문화의 충격이라는 외래문화로의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3000년의 역사 이래 유래가 없었던 대변화’는 결국 서양문화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
한 것으로 이 두 가지의 도전은 한데 얽혀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서양문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당대 유교의 재건에 관한 논의를 하
고자 한다. 

1. 당대 유학의 재건에 있어서의 사명과 방법론

서양문화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학의 재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하나
는 서양의 현대성을 수용함으로써 현대적 전환을 이루고 이를 통해 현대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주체적 사상을 확립하여 현대화의 결함을 개선, 회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 

서양의 현대성이란 주로 신문화운동 가운데 민주(Democracy)와 과학(Science)을 뜻하며 일
반적으로는 민주정치와 지식론으로 풀이된다. 현대의 신유학은 이러한 현대성의 수용을 목표로 
삼았는데, 현대 중국의 철학자인 머우쭝산(牟宗三)은 이를 위해 ‘삼통병건(三統並建)’이나 ‘내성
(內聖)은 새로운 외왕(外王)을 제시해야 한다’등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문가치 학술 4
유학과 한중인문협력 방안

31

하지만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민족의식의 각성으로 지난 몇 년간 유학계 내부에서 서양
의 현대적 가치의 배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주장으로는 유
가의 존엄을 수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대 유학의 발전에도 굉장히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유는 간단하다. 서양의 현대가치에도 이런저런 결함이 있기는 하나, 그 속에 담긴 현대성이야 말
로 유학의 부족함을 메우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서양의 가치를 수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
떻게 보면 서양의 가치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것이다. ‘세계의 물결은 거대
하고 광활하다.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성하고 이에 역행하는 자는 쇠락할 것이다(世界潮流，浩
浩蕩盪，順之者昌，逆之者亡)’라는 쑨중산(孫中山)의 말처럼 유학이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지 못
하고 자신의 틀 안에 갇히게 된다면 결국 생존의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현대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흡수할 것인가?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나 
과제가 외래문화의 엄준한 도전과 전통문화의 상실이라는 송명(宋明)시대의 유학의 재건이 맞닥
뜨린 문제와 매우 유사한 바, 그 속에서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송명 시대 유학의 재건이 세 단계를 거쳤다고 본다. 

첫 번째 단계는 ‘방대한 지식은 제자백가에서 배우고 도가와 불가를 수십 년 간 오고 갔다(氾
濫於諸家，出入於老釋者幾十年)명도선생행상(明道先生行狀)’라 할 수 있다. 이는 송명 시대유
학이 도가, 불가 등 다양한 학설의 도량을 적극 배우고 흡수하 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 단계는 ‘결국 돌아와 육경을 통해 그것을 얻었다(返求諸六經而後得之)’(정이(程頤)명
도선생행상(明道先生行狀)’로써 이는 육경(六經)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유가의 전통 속에서 의
미 있는 요소를 찾아낸다는 두 가지 의미로 풀어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배움에 있어 받아들임이 있었지만 ‘천리(天理)’라는 두 글자는 내면의 깨달음
에서 비롯된 것이다(吾學雖有所受，天理二字卻是自家體貼出來)’로 볼 수 있다(정호(程顥) 외서
(外書)12). 이는 앞서 두 단계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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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유학의 당대 재건 역시 상술한 내용과 유사한 세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 
바 ‘서양 학문의 충분한 학습과 흡수’, ‘유가 전통 가운데 현대적 가치의 발굴’, ‘새로운 철학체
계 확립’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송명 시대의 유가가 직면한 주요 도전이 불교의 심성론(心性論)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대해 불
교의 심성론을 흡수하면서 유가의 전통에 내재된 심성론적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가
의 심성론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유가가 직면한 주요 도전은 현대성의 기본적 구성요
소라 할 수 있는 민주정치와 지식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 유가의 사명은 서양
의 민주사상과 지식을 흡수하는 한편 유가의 전통에 녹아있는 민주사상과 지식에 관한 유가 전
통적 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기반으로 유가의 민주적 사상과 지식을 재건하는 데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유가의 전통 속에 민주사상과 지식론에 관한 요소가 존재하는가 이다. 이에 대해
서는 부정적 견해가 일반적이나 필자는 2천여 년 이전 다양한 지역에서 시작된 세 개의 중심 문
명이 인류와 그 사회에서 포괄적인 탐색을 거쳐 다양한 학설을 제시하 고 그 속에 더 많은 사
상의 씨앗을 심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
춘 일부 사상의 씨앗들이 싹을 피우고 성장해 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심 문명으로서의 
대표적 학파인 선진(先秦) 시대의 유학 대가들도 이미 후세를 위한 민주사상과 지식론을 위한 
씨앗을 심어 놓았다. 

필자는 중심적 문명시대의 유가가 남긴 민주사상과 지식론의 씨앗이 순자(荀子)의 대표 사상에 
녹아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자원을 제대로 발굴함으로써 유학의 현대적 전환
을 도모하여 현대화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송명시대 신유학
이 사학파(思學派)와 맹자학파(孟子學派)의 심성론을 빌어 불교의 심성론을 받아들인 것처럼 민
주사상과 지식론에 대한 순자의 가치를 수용하여 서양의 현대 민주사상을 수용, 흡수할 수 있어
야 하겠다. 필자는 이 같은 유학의 당대 재건의 길을 ‘수지이순(受之以荀, 역주: 순자의 길로 그
것을 받아들이다)’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수백 년 간의 급속한 발전을 거쳐온 현대화의 폐단과 결함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 점
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스터 모더니즘’이 생겨났다. 포스트 모더니
즘은 현대화로 야기된 정신적 상실, 가치의 왜곡, 인위적 물질, 환경오염, 핵무기의 위기 등의 
측면에서 오늘날의 현대성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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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간의 주체적 가치를 확립하여 현대화의 결함을 수정, 개선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
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는 것이야 말로 유학의 당대 재건 과정에 놓여진 또 다른 과제
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대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일찍이 2000여 년 
이전 초기 유학의 또 다른 전통, 즉 맹자로 대표되는 전통에서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
는 바, 당대 유학의 재건의 방법으로서 이를 ‘규지이맹(糾之以孟, 역주: 맹자의 길로 그것을 고
치다)’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 도통(道統)에서의 순자의 입지

그러나 도통론(道統論)을 최초로 주창하면서 이학(理學)의 선구자가 된 한유(韓愈)가 ‘일찍이 
내가 말하는 도는 방금 말한 도가나 유가의 도가 아니며, 요에서 순으로, 순에서 우로, 우에서 
탕으로 전해진 후 탕에서 문왕, 무왕, 주공으로, 다시 문왕, 무왕 주공에서 공자로 전해지고, 그 
후 공자에서 맹자로 전해진 것인데, 맹자가 죽은 후 이를 계승한 이가 없었다. 오직 순경과 양웅
만이 그 가운데 일부를 취했으나 제대로 취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일부를 논의했으나 전반적
인 논의가 볼 수 없다(斯吾所謂道也，非向所謂老與佛之道也。堯以是傳之舜，舜以是傳之禹，禹
以是傳之湯，湯以是傳之文、武、周公，文、武、周公傳之孔子，孔子傳之孟軻。軻之死，不得其
傳焉。荀與揚也，擇焉而不精，語焉而不詳) 한창려전집(韓昌黎全集) 제11권’라고 언급한 이후 
순학(荀學)은 도통에서 제외되어 유학의 이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한유의 말처럼 정말 그러하다면 순학이 서양 문화의 도전에 대응하며 유학을 재건하기에는 무
리가 있겠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먼저 도(道)와 도통(道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도’란 인간이 행하는 
길 즉 ‘사람의 도리(人道)’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도’의 의미는 ‘객관적 도’와 성인, 선현들이 객
관적 도를 인지함으로써 형성된 일련의 관념을 의미하는 ‘관념적 도’로 구분되며, 이러한 관념들
은 관념 체계와 행위 준칙으로 나타난다. 

순자는 ‘도란 하늘의 도나 땅의 도가 아니라 사람의 도이자 군자의 도이다(道者，非天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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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地之道，人之所以道也，君子之所道也)’라고 했다(순자・유교(荀子・儒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도’란 사람들이 준수하는 ‘도’인 ‘객관적 도’이며, ‘군자의 도’라는 것은 군자가 말하는 
도, 즉 언어로 표현되는 ‘관념적 도’를 뜻한다. 따라서 ‘도’는 모든 도덕의 범주를 아우르는 통칭
으로, 모든 도덕적 범주가 ‘도’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는 ‘군자의 도는 셋인데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즉,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
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君子道者三, 我無能焉: 仁者不憂, 知者不惑, 勇者不
懼) 논어・헌문(論語・憲問)’고 말하면서 인(仁), 지(智), 용(勇)을 도로 보았으며, 증자는 ‘선생
의 도는 충서일 따름이다(夫子之道 忠恕而已矣)’라고 말하며 충(忠)과 서(恕)를 도라고 생각했다. 
자사(子思)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친구 이 다섯 가지의 관계야 
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리(君臣也，父子也，夫婦也，昆弟也，朋友之交也。五者，
天下之達道也)’라고 하면서 이 다섯 가지의 인륜(人倫)을 도라고 보았다(중용(中庸)). 한편, 맹
자는 ‘요순의 도는 효제일 뿐이라(堯舜之道，孝弟而已矣)’를 통해 효제를 도로 보았고, 순자는 
‘도란 정확히 무엇인가? 바로 예의를 숭상하고 겸허와 양보를 행하며 충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
이다(道也者，何也？禮義、辭讓、忠信是也) 순자・강국(荀子・強國)’로써 예의(禮義), 사양(辭
讓), 충신(忠信)을 도라고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객관적 도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모두 도의 범주에 속한다. 객관적 도는 
무궁무진하기에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를 발굴하여 선양해 나가야 한다. 바로 이
로 인해 공자는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人能弘道, 非道弘
人) 논어・위령공(論語・衛靈公)’라고 하 다. 

결국 ‘도통’의 ‘도’는 관념적 도이며, ‘도통’이라는 것은 결국 선현들이 도를 구하고 선양해 온 
발자취로 볼 수 있다.  

유가에서는 하늘의 도를 구현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념적 도는 결국 
하늘과 사람의 상호관계에 대한 탐구이다. 이는 다시 ‘하늘의 도를 미루어 사람의 일을 밝힌다’
는 위에서 아래로의 道와 ‘사람의 일을 통해 하늘의 도를 구한다’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道를 추
구하고 선양해온 선인들의 각기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로써 ‘道’는 전자의 방
법으로 형성된 전통인 ‘천인통(天人統)’과 후자의 방법으로 형성된 전통인 ‘인천통(人天統)’이라
는 ‘양통(兩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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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양통(兩統)’의 근원은 중국 최초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축(祝)과 사(史)라는 두 사람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축’은 하늘, 신과 소통하 으며 ‘하늘의 뜻을 미루어 인간사를 밝히는’ 
사유방식을 취하 으므로 ‘천인통’에 속하며, ‘사’는 사람과 소통하며 ‘인간사를 통해 하늘의 뜻
을 구하는’ 사유를 하 으므로 ‘인천통’에 속한다. 육경(六經) 가운데 주역(周易)은 ‘축’의 전
통을 대변하는 바, 하늘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구하기 위해 하늘의 뜻으로 인간사에 접하거나 하
늘의 뜻으로 인간사를 밝히는 ‘천인도통(天人道統)’에 속하며, 시(詩), 서(書), 예(禮), 악
(樂), 춘추(春秋)로 대변되는 전통은 인간사를 통해 하늘의 도의 도움을 구하거나 인간사를 통
해 하늘의 도를 얻는다는 ‘인천도통(人天道統)에 속한다. 

공자가 하상주 문명의 정수를 계승하여 2천년 사상의 정통성을 열어온 도통의 전승에 있어 중
추적 인물임은 분명하다. 초창기 공자는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을 통해 가르쳤으
며 이 속에 담긴 인천도통(人天道統)을 계승하 다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역(易)을 선호하게 되
면서 역(易)에서 말하는 천인도통()의 계승과 선양에 주목하 다. 

유가는 전국시대 이후 두 가지 계파로 나뉜다. 하나는 시(詩), 서(書), 예(禮), 악(樂), 
춘추(春秋)의 천인통과 공자의 초기 사상으로 성인으로 교화하며 성정(性情)과 예악(禮樂)의 근
원을 논하는 ‘교본파(教本派)’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손니자(公孫尼子)가 만들어 성자명출(性自
命出) 내업(內業)을 통해 이후 순자에 이르러 집대성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역(易)의 천인
도통을 계승하면서 공자의 말기사상을 융합한 것으로 천명(天命)으로 선하게 하고 이로써 마음
(情心)의 변화를 논하는 교화를 강조하는 계파로 성본파(性本派)라 할 수 있으며, 자사(子思)가 
만들고 이후 맹자가 집대성하 다. 

이처럼 맹자나 순자 모두 공자 사상의 정수를 계승하 을 뿐 아니라 공자 이전의 고대 전통을 
이어받아 도통(道統)을 계승, 선양하고 집대성한 인물들로, 도통의 계승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맹학(孟學)과 순학(荀學)이야 말로 유가학의 양대 모범이라 할 만 
하다. 

그렇다면 한유에서 송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가에서 나타난 상이한 판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
인가? 이는 그들의 학술적 소양이 부족해서가 아닌 그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원인에서 비롯된
다. 수당 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유학의 독보적인 입지를 대체하면서 현학(顯學)으로 부상했다. 
유학의 부흥에 힘쓰던 학자들은 불교가 심성론을 기반으로 중국 전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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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해하 고, 유학의 전통에 내재된 풍부한 심성론적 요소를 발굴하여 불교의 심성론에 대
항하고자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맹자학파에서 제시한 ‘천인통’인 것이다. 결국 사학파
와 맹자학파를 세워 도통(道統)의 학설을 제시한 이유도 그 당시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
던 것이다. 

3. 현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순학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 역시 불교의 심성론(心性論)이 아
닌 서방의 민주사상과 지식론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역시도 천
인통(天人統) 속에 존재하는 심성학설(心性學說)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순학으로 
대변되는 인천통(人天統)에 내재된 민주사상과 지식론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순학에 내재된 민주사상의 씨앗이 서양의 현대적 민주사상을 수용하고 흡수할 수 있
는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수지이순(受之以荀’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정치제도는 대부분 각자의 기반이 되는 人性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사상
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사상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사람이 결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각
종 규범과 제도 법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순자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성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인성(人性)이 가진 결함에 대한 인식이다. 

순자의 성악설은 널리 알려진 학설로, 순자・성악(荀子・性惡)의 첫 구절 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그것이 선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오늘
날 인간의 성품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니,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이 없
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질시와 미워함이 있으니, 이를 따르기 때문에 잔인하게 해치는 일이 생
기고 충성과 신의가 없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음악과 
여색을 좋아함이 있으니, 이를 따르기 때문에 음란이 생기고 예의와 합당한 질서가 없어진
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따르면, 반드시 쟁탈에 노출되고, 명분을 범
하고 조리를 어지럽히는 데 부합하여, 포악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 (人之性惡，其善者偽也。今
人之性，生而有好利焉，順是，故爭奪生而辭讓亡焉；生而有疾惡焉，順是，故殘賊生而忠信亡
焉；生而有耳目之欲，有好聲色焉，順是，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然則從人之性，順人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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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出於爭奪，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

건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순자는 ‘그러므로 반
드시 장차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어야 하니, 그런 다음에야 사양에 
드러나고, 합당한 질서에 부합하여, 다스려짐에 돌아갈 것이다(故必將有師法之化，禮義之道，然
後出於辭讓，合於文理，而歸於治)’고 하 다. ‘사법(師法)’에서의 ‘사’는 스승을 의미하며, ‘법’은 
아래에 나오는 ‘법도(法度)’를 의미한다. 인간 본성의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을 통한 교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예의’를 통한 교도이다. 전자가 오늘날
의 국민교육이라면 후자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예는 일종의 외재적 규범으로 현대적 법제의 역
할을 하는 연성적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고대 중국에서는 헌법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법도’라
는 말 자체에는 도덕, 예제(禮制), 법제 등 다양한 규칙 등 많은 광범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법(師法)과 예의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에 대해 순자는 ‘고대 현명한   군왕
은 사람의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에 단정하지 못하고 사악한 쪽으로 흐를 수 있으며 반란을 일으
키고 치유되지 못한 바, 이에 예의를 세우고 법도를 마련하여 사람의 성정을 교정하여 단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성왕의 이러한 생각은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사람의 행위가 도덕원칙에 부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古者聖王以人性惡，以為偏險而不正，悖亂而不治，是以為之起禮
義，制法度，以矯飾人之情性而正之，以擾化人之情性而導之也，始皆出於治，合於道者也) 순자・
성악(荀子・性惡)‘라고 말한다. 즉 예의, 법도 등은 모두 성인이 만들어 냈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며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의 역사에서 엿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주공의 예악의 제정’을 꼽을 수 있으며, 서양의 역사에서는 미국의 국부
들이 논의하고 발표한 ‘독립선언’ 등이 있다. 

평등은 민주에 내포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유가에서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인성과 인격의 평등은 대부분의 유가 학자들이 지향한 바 다. 이와 관련하여 순자는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타고난 재능과 성품과 지능은 군자와 소인이 똑같다. 예를 좋아하고 치욕을 
싫어하며 이로움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하는 것도 군자와 소인이 다 같다(材性知能，君子小
人一也；好榮惡辱，好利惡害，是君子小人之所同也)’( 욕(榮辱). ‘본디 사람의 본성이랑 현명
한 요임금과 수임금이나 잔혹한 걸왕이나 도적이나 마찬가지로 같다.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같
은 것이다(凡人之性者，堯舜之與桀蹠，其性一也；君子之與小人，其性一也.’ 순자・성악(荀子・
性惡이처럼 순자는 ‘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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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可以為禹)’고 주장했다. ‘우가 우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의법도(禮義法度)를 행하
기 때문인데, 예의법도의 본질은 인지될 수 있으며, 예의법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다 노력하면 우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凡禹之所以為禹
者，以其為仁義法正也。然則仁義法正有可知可能之理。然而塗之人也，皆有可以知仁義法正之
質，皆有可以能仁義法正之具，然則其可以為禹明矣)’(순자・성악(荀子・性惡))

더욱 중요한 것은 순자가 개인이 노력과 수양으로 향상되면 그 개인의 사회적 지위도 바뀔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비록 왕공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예의를 지킬 줄 모른다
면 그를 서인으로 돌린다. 비록 서인의 자손이나 문학을 배우고 심신을 수양하여 예의를 알게 
된다면 사대부로 돌린다(雖王公士大夫之子孫也，不能屬於禮義，則歸之庶人。雖庶人之子孫也，
積文學，正身行，能屬於禮義，則歸之卿相士大夫)’. (순자・왕제(荀子・王制))

순자의 과학관과 지식론의 사상은 보다 더 명료하다. 종교와 미신적 사상이 팽배하던 시대
음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거기에는 아무런 이
유가 없다. 마치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식이나 월식 때 해와 
달을 구제하려는 것이나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는 일, 점을 쳐서 큰 일을 결정하는 것 등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그것을 꾸밈으
로 생각하고, 백성은 그것을 신령스럽게 여긴다. 꾸밈으로 생각하면 길하게 되고, 신령스럽게 생
각하면 흉이 된다(雩而雨，何也？曰：無何也，猶不雩而雨也。日月食而救之，天旱而雩，卜筮然
後決大事，非以為得求也，以文之也。故君子以為文，而百姓以為神。以為文則吉，以為神則凶也)’
고 했다(순자・천론(荀子・天論)). 

순자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별이 떨어지고 나무가 
울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이 무슨 일인가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천지와 음양의 
변화이며 드물게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일 뿐이다. 괴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두려울 것은 없다
(星隊木鳴，國人皆恐。曰：是何也？曰：無何也！是天地之變，陰陽之化，物之罕至者也。怪之，
可也；而畏之，非也).(출처 상동)

순자는 객관적 세계에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고 
보았다. ‘하늘의 행함에는 규칙이 있다. 이는 요임금의 현명함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요임금
의 흉포함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天行有常，不為堯存，不為桀亡)’. ‘사람들이 추위를 싫어한



인문가치 학술 4
유학과 한중인문협력 방안

39

다고 해서 하늘이 겨울을 오지 못하게 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먼 거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땅이 
넓어짐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군자는 소인의 요란함 때문에 품행의 수양을 멈추지 않을 것이
다. 하늘에는 변하지 않는 도리가 있고, 땅에는 변하지 않는 수가 있다. 군자는 상규(常規)를 중
시한다(天不為人之惡寒也輟冬，地不為人之惡遼遠也輟廣，君子不為小人之匈匈也輟行。天有常道
矣，地有常數矣，君子有常體矣。)’(상동). 이처럼 사람은 객관적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았다. ‘무릇 인간의 본성을 알면 이것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알면 이것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추구하여 알 수 있지만, 의심이 멈추는 곳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두루 다 알 수 없다(凡以知，人之性也；可以知，物之理也。以可以知人之性，求可
以知物之理而無所疑止之)’(순자・해폐(荀子・解蔽)). ‘사람은 어떻게 길을 아는가? 말하자면, 
마음이다. 마음은 어떻게 아는가? 말하자면, 비움과 고요함으로써 이다(人何以知道？曰：心。心
何以知？曰：虛壹而靜)’(상동). 이처럼 순자는 마음의 인지능력, 인간의 정신세계 나아가 말과 실
제의 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제시하 는데, 지면의 제한으로 본문에서는 일
일이 소개하지 않겠다. 

상술한 모든 내용은 결국 순자의 과학적 정신과 지식론적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순자가 말하는 민주사상과 지식론이 현대의 그것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이 순자의 민주사상과 지식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학파와 맹자학파의 심성론이 불교의 심성론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심
성론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각각이 추구하는 성심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이 오히려 상호보완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순자와 서양의 가치가 서로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과거 송명시대 이학(理學)이 사학파와 맹자학파의 심성론을 통해 불교의 심
성론을 받아들인 것처럼 순자의 민주사상과 지식론이 오늘날 유가가 현대 서양의 민주사상과 지
식론을 수용하고 흡수하는 데 있어 하나의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맹학을 통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에의 대응

순자와 달리 맹자는 사람의 근본은 선하다고 주장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
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
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움
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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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극치이다. 사람이 이러한 사단을 가지는 것은 사지를 가지는 것과 같다(無惻隱之心 非人
也 無羞惡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惡之心 義
之端也 辭讓之心 禮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맹자・공손추상(孟子・公孫醜上) 맹자와 순자
의 인성에 관한 관점은 대립하여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것
인가? 사실 그들의 관점은 모두 옳다. 순자가 인성에 내재된 부정적이고 추악한 일면을 보았다
면, 공자는 인성에 존재하는 긍정적이고 선량하며 아름다운 일면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은 중국의 인성론이 오랜 발전을 거쳐 일궈낸 결과이다. 필자는 연구를 
통해 고대 중국인들의 인성의 신비로움에 대한 탐구가 늦어도 은주(殷周)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인성에 대한 인식은 주로 경험적 측면에 제한된 것으로 혈기지성(血
氣之性) 즉 훗날 유가에서 말하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었다. 다양한 혈기지성 가운데 도덕과 가
장 긴 한 정감(情感)이 가장 중시되었다. 이렇게 볼 때 ‘性’을 ‘情’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러한 ‘性’은 ‘정성(情性)’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정성’은 도덕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 향
을 모두 미치고 있다. 

은주 시대의 인문주의 사조는 주나라 초기 정치문화 엘리트들이 하나라와 상나라의 쇠망에 대
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장 먼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분명 부정적이고 악을 만
들어내는 ‘性’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상서・소고(尚書・召誥)에서는 ‘타고난 천성을 
조절하시면 생각하건데 날로 힘쓸 수 있을 것이다. 왕이 공경함을 처소로 지으시니 덕을 공경하
지 않을 수 없다(節性，惟日其邁.王敬作所，不可不敬德)’라고 되어 있으며, 공안국전(孔安國傳)
에서는 ‘은주 시대의 신하들은 그의 천성을 조절하여 中을 잃지 않았기에 도로써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和比殷周之臣，時節其性，令不失中，則道化惟日其行)‘말한다. ‘공전’에서 말하는 ‘천
성의 조절’은 욕망의 절제를 뜻하는 것으로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심리와 정서의 준비된 평
정을 中이라 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발로를 和라고 한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는 이치와 유사하다. 상서・서백감려(尚書・西伯戡黎)에서도 ‘선왕들께서 우리 후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음락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시어 스스로 하늘의 뜻을 끊어 버리
셨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왕께서는 백성이 편안이 먹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거나 이해하지도 못하셨으며 법도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非先王不相我後
人，惟王淫戲用自絕。故天棄我，不有康食。不虞天性，不迪率典)’라고 말한다. 이에 정현(鄭玄)
은 ‘왕이 음과 양을 거스르고 天性을 깨닫지 못하며 흉포함을 뽐내며 가르치는 법을 수양하지 
않는다’고 하 으며, 완원(阮元)은 ‘性을 깨닫는 것은 性을 절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度性’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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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性’同意，言節度之也)’라는 해석을 내놓았다(연경실집・성명고훈(研經室集・性命古訓)). 性이 
절제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性이 부정적이며 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순자
의 인성론(人性論)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물론 긍정적이며 선을 만들어내는 부분 역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바, 이런 부분은 주로 ‘후
성(厚性)’으로 나타난다. 국어・주어상(國語・週語上)에는 제공모부(祭公謀父)가 주모왕(週穆王)
에게 했던 간언이 실려있다. ‘선왕께서는 백성을 다스림에는 그 덕을 바로 세우고 본성을 후덕하
게 되도록 힘쓰셨으며, 그 재물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 기구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 으며, 
이로움과 해로움의 방향을 밝히시어, 문덕(文德)으로 이를 닦아 백성들로 하여금 이로운 일에 힘
쓰고 해로운 일은 피하며 덕을 사모하고 위엄을 두렵게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
를 이어 점점 장대하게 커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先王之於民也，懋正其德而厚其性，阜其
財求而利用其器用，明利害之鄉，以文修之，使務利而避害，懷德而畏威，故能保世以滋大)’ 그렇다면 
‘厚性’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위소(韋昭)는 ‘性이란 情性과 같다(性，情性也)’고 하 다. 

‘厚’의 의미는 국어・진어(國語・晉語) 가운데 ‘군주의 총애를 얻어 정치의 야심을 더욱 두
텁게 하여 결국은 국가의 혼란과 쇠망을 가져올 뿐이다(彼得其情以厚其欲，從其噁心，必敗國且
深亂)’라는 구절 속의 ‘厚’와 같은 뜻으로, 위소가 말한 ‘두텁게 하는 것은 늘어남이라(厚, 益也)’
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性을 두텁게 한다’는 것은 情性을 키우고 선양한다는 의미
이다. ‘군주의 총애를 얻어 정치의 야심을 더욱 두텁게 하여 결국은 국가의 혼란과 쇠망을 가져
올 뿐이다’라는 구절에서 ‘야심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기서의 ‘欲’은 부정
적이며 악을 유발하는 性을 의미한다. 반대로 ‘백성들이 德性을 단정히 하고 품행을 돈독하게 하
다(懋正其德而厚其性)’에서 ‘性을 두텁게 한다’는 도덕을 선양한다는 뜻으로 여기서의 ‘性’은 긍정
적이며 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맹자 인성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 중국인들은 일찍이 서주시대에서 이르러 이미 情性이 가지고 있는 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일면과 악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일면을 모두 인식하기 시작하 고, 
맹자와 순자는 이 두 가지 전통을 계승, 선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순자와 마찬가지로 맹자의 인성론 역시 情性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론
이라는 점이다. 맹자가 말하는 性은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같은 사단(四端)을 의미하는데, ‘측
은’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 체험이다. 따라서 순자의 인성론과 마찬가지로 맹자의 인성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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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질지성(氣質之性)에 속하며, 훗날 유가에서 맹자의 인성론을 의리지성(義理之性)의 모범이
라고 본 것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겠다. 

인성(人性)이 선한 것이라면 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에 대해 맹자는 ‘귀와 눈 같은 기관
은 생각할 능력이 없어 뭇 사물에 지배되어 버리므로, 사물에 접하게 되면 끌려가버리기 마련이
다(耳目之官不思，而蔽於物。物交物，則引之而已矣)’라고 했다(맹자・고자상(孟子・告子上)). 
죄의 원흉은 바로 ‘눈과 귀’로 대변되는 ‘욕망에 있다는 것이다.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은 ‘사유
의 능력’이 없기에 외부 사물에 가려질 수 있으며, 외부의 사물이 겹겹이 쌓이면 결국 부패하게 
된다. 맹자는 이에 대해 ‘몸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갖고 있고, 큰 것과 작은 것을 갖고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
은 것을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된다(體有貴賤, 有大小, 無
以小害大, 無以賤害貴. 養其小者爲小人, 養其大者爲大人)’는 심층적 분석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주자(朱子)는 ‘천하고 작은 것은 입과 배이고, 귀하고 큰 것은 마음과 뜻인 것이다(賤而小者，口
腹也；貴而大者，心志也)’라고 했다. 

맹자는 ‘사람이 사단을 갖는 것은 사지를 갖는 것과 같다(人之有是四端也，猶其有四體也)’라는 
인식을 통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단(四端)은 외부에서 도움이나 그 어떤 수단을 빌리지 않
고 오로지 자신의 체험적 인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맹자는 이러한 체험
적 인식을 思라 불렀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귀함이 있건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人人有貴於
己者，弗思耳矣) 맹자・고자상(孟子・告子上)’. 여기서 말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귀함이 있다’
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 ‘인의예지......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思의 대상
은 인의예지라는 본심(本心) 혹은 선단(善端) 즉 四端을 의미한다. 물론 思의 주체는 마음(心)이
다. ‘마음의 기관은 생각하니, 생각하면 그것을 터득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터득하지 못한다. 이것
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다(心之官則思，思則得之，不思則不得也。此天所與我者).맹자・고
자상(孟子・告子上)’ ‘생각하면 그것을 터득한다’에서의 ‘그것’은 물론 四端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맹자가 서주시대 이후 인성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는 악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情性을 눈과 귀의 욕망으로 정의하며 그것을 ‘소체(小體)’라 
했고, 선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情性을 마음의 생각 즉 ‘대체(大體)’라고 불렀다. 결국 맹자와 순
자 모두 눈과 귀에서 비롯된 욕망이야 말로 악의 근원이라고 보았으며, 맹자가 이를 性이라 하
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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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언어로 풀어보자면 ‘눈과 귀의 기관’을 의미하는 小體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갖고 있
는 생리적 필요, 물질적 향유라 볼 수 있으며 ‘마음의 기관’인 大體는 정신적 기댐, 가치의 추구
라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오늘날로 확장하기 위해 맹자의 관점으로 현대화를 돌이켜 보면 현대화에 존재
하고 있는 각종 폐단들이 2000여 년 전 맹자가 했던 말 속에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아니 할 수 없다. 현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긍정적인 향은 의식주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물질적 향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맹자가 말한 小體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현대화는 정신적 상실, 가치의 왜곡 등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지적하고 있는 각종 문
제들을 야기했다. 이러한 현대화의 과정은 그야말로 ‘귀와 눈 같은 기관은 생각할 능력이 없어 
뭇 사물에 지배되어 버리므로, 사물에 접하게 되면 끌려가버리기 마련’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으
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치고’ ‘그를 소인으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대화로 야기된 각종 폐단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먼저 큰 것을 세워 놓으면 작은 것을 외부
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先立乎其大者，則其小者弗能奪也)’(맹자・고자상(孟子・告子上))라는 
맹자의 주장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유가의 재건에 적용한다면 ‘규지이맹(糾之以孟)’, 즉 맹학을 
통해 왜곡된 현대화를 고쳐갈 수 있을 것이다. 

현대화와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세계적 사조는 맹자
가 논하는 두 가지 인성(人性)과 각각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大體와 小體는 모두 人性을 의미), 현대화를 통해 小體가 만족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
고자 하는 것은 大體일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각각의 人性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보기 보다는 현대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
는 각각의 합리성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학의 당대 재건에 있어서 ‘수지이순(受之以荀)’과 ‘규지
이맹(糾之以孟)’을 함께 모색한다면 맹학과 순학이 통합된 유학의 새로운 경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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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Name
張京華
ZHANG-JING-HUA

Title
周濂溪與湖南 - 東亞國家自己的普適價值觀念

Zhou lian xi（Zhou Dunyi）and Hunan - East Asian countries' own 
universal values

周濂溪（周敦頤）與湖南

——東亞國家自己的普適價值觀念

Zhou lian xi（Zhou Dunyi） and Hunan

——East Asian countries' own universal values

（1）

韓國和中國，在以往的歷史中，是在哲學思想、倫理道德、民族情感上最為親近的兩個

國家。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past, are the two countries closest to 

philosophy, ethics, and national feelings.

大約20年前，我注意過箕子朝鮮問題。2001年在上海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舉辦的“第

四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會議”上，我發表過題為“箕子朝鮮時期的北方環境”的論文。

About 20 years ago, I noticed Jizi Korea. Held in 2001 in Korea Research 

Center at the Fudan University in Shanghai, "the four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ditional Korean culture", I published entitled 

"Gija Joseon period of the northern environment" paper.

2000年5月，高麗大學研究院金忠烈老先生訪問中國，我有幸陪同多日。在中國社會科學

院韓國研究中心主辦的《當代韓國》雜誌上，我發表過題為《金忠烈先生的中國行》的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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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 2000, Mr.Jin Zhonglie, a graduate of the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visited China. I was lucky to have been with him for many days.In the 

magazine "contemporary Korea", sponsored by the Korea Research Center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 published an article entitled "Mr. Jin 

Zhonglie's China Tour"

還有2014年，在韓國的《中國史研究》期刊上，由李潤和先生推薦，也發表過歷史學論文。 

Also, in 2014, in the Journal of Chinese history research in Korea, it was 

recommended by Mr. Li Runhe, and also published a history paper

（2）

大約1000年以前，中國的儒家學者所建立的宋明理學，對於1000年以來的中國以及東亞

各國具有直接的影響。宋明理學有4個階段，濂洛關閩，周敦頤是宋明理學的開創者。

周敦頤出生於孟子之後大約1300年，他撰寫的著作《太極圖說》和《通書》，重新充實

了儒家學說，使儒家思想獲得了中興。

About 1000 years ago, Confucianism and song and Ming Dynasties established 

by Chinese Confucian scholars had a direct influence on China and East Asian 

countries since 1000. Neo Confucianism has 4 stages, Lian-Luo-Guan-Min, Zhou 

Dunyi is the founder of Neo Confucianism. Zhou Dunyi was born in Mencius after 

about 1300. His works, Tai Chi illustrated（diagram of the universe）enriched 

Confucianism and brought Confucianism to the forefront.

儒家思想在虞夏商周時期是王官之學、堯舜之道、唐虞之道，在晚周是孔孟之道，在漢

唐是經學，在宋明的理學。儒家思想在不同的歷史時期，呈現出不同的形態。因為不斷出現

卓有貢獻的思想家，所以儒家思想具有悠久的生命力。

During the Yu, Xia, Shang and Zhou dynasties, Confucianism was t he 

government of the academic. In the Western Zhou Dynasty is the doctrine of 

Confucius and Mencius. In Han and Tang Dynasties, it was Confucian classics. In 

the song and Ming Dynasties is Neo Confucianism. Confucianism has different 

forms 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Because the emergence of contributing 

thinkers, so Confucianism has a lo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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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濂溪是宋代道州人，現在屬於湖南永州市。我來自周濂溪的故鄉，歡迎各位到湖南濂

溪故里觀光和從事儒家思想的研究。

Zhou Dunyi was a native of Song Dynasty and now belongs to Hunan, Yongzhou. 

I'm from Zhou Dunyi Hometown, welcome to Hunan for sightseeing and engaged in 

Confucianism Lian hometown study.

（3）

《太極圖》有5層：

There are 5 Tier in Tai Chi illustrated（diagram of the universe）

Tier 5.萬物化生——體現了最大範圍的關懷：萬物一體，萬物關聯，贊天地之化育，民胞物與。

The growth of all things——Embodies the greatest range of care for all things 

in the world.

Tier 4.坤道成女，乾道成男——體現了男女平等，各得其分，相互依賴而存在的思想。

Kun makes a woman, and Qian dry makes man——It reflects the idea that men and 

women are equal and that men and women depend on each other.

Tier 3.水火木金土——承認宇宙萬物的多元存在。天道呈現為四時，五行各一其性。 

water , fire , wood , metal ,and soil ,The fire in the wood——Recognize the 

manifold existence of the universe.

Tier 2.陰靜陽動——宇宙萬物是以陰陽為基本元素的最大的統一體，即太極。陰陽相互

環抱，互為首尾，你中有我，我中有你。

Yin quiet and Yang move——The universe is the largest unity of Yin and Yang 

as its basic element. This is Tai Chi. Yin and Yang encircle each other, Each 

other is beginning and end, You are among us and we are amo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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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無名的圓框，即無極——最大的涵蓋；徹底的一元論；絕對而不可描述；無限可

能的發展變化。

The circle without a name, is Tai Chi.——It has the greatest connotations. It 

is a thorough monism. It is absolutely beyond description. It has unlimited 

possibilities for change

周敦頤哲學是一元論，不是二元論。二元論意謂著宇宙的分裂和不可知，僵死而無變

化。一元論意味著宇宙、世界是統一的，萬物有共同本質，宇宙有共同規律，宇宙一切現象

都可以得到解釋。

Zhou Dunyi is a philosophical thought, Monism, not Dualism. Dualism mean 

that the universe splits and unknowable, dead and no change. Monism means that 

the universe is unified, things have a common nature, the universe has a common 

law. All phenomena in the universe can be explained.

和哲學上的一元論相對應的，是政治上的大一統，文化上的漢字核心圈。在漢字核心圈

範圍內，存在著它自己的普適價值觀念——堅信人的善良本性，以誠、善為常道。

And the corresponding philosophical monism, is the political unity, Chinese 

characters core circle of culture. Within the core circle of Chinese characters, 

there are its own universal values. Believe in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Treat kindness as an eternal truth.

周敦頤哲學不是唯心主義，也不是唯物主義，更不是二元論。是物心合一，天人合一，

是全面、整體、無一遺漏地看待世界。

Zhou Dunyi's philosophy is not idealism, nor materialism, nor dualism. Zhou 

Dunyi's philosophy is the unity of spirit and material. Zhou Dunyi's philosophy 

is the unity of man and nature. Zhou Dunyi's philosophy is comprehensive, 

holistic, and sees the world without regar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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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돈이와 후난
-동아시아국가 고유의 보편적 가치 

（1）

과거 한국과 중국은 철학, 윤리, 국가관에서 가장 긴 한 국가라 하겠다. 

20여 년 전 ‘Jizi Korea’를 본적이 있다. 2001년에 상해 복단대 한국연구센터가 전통한국문화
에 관한 국제회의 중 4번째 세션으로 주관한 행사 다. 당시 ‘북부지방 기자조선 기간’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바 있다. 

2000년 5월 한국대학연구소 연구원인 진종리에가 방중했다. 수일에 걸쳐 교류를 할 기회가 있
었다. 중국사회과학학술원 산하 한국연구센터가 후원하는 “한국현대”저널에서 “진종리에 방중기”
를 주제로 기고를 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한국 중국학연구저널에서 리룬히의 권고로 역사학 논문을 발표한바 있다. 

（2）

1000여 년 전, 유교와 유학자가 뼈대가 된 송나라, 명나라는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
가에 직접적 향을 주었다. 성리학은 “Lian-Luo-Guan-Min”4단계로 이루어진다. 주돈이는 성
리학의 아버지로 1300여 년 전 맹자시대에 출생한 인물이다. 주돈이의 업적으로 Tai Chi를 통
한 우주형상구현이 있으며 이는 유교의 내실을 다져 주류화하는데 기여한다. 

위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당시 유교는 국가의 학문이었다. 주나라 서부지역에서 공자와 
맹자 말씀이 주요 교리 다. 한나라, 당나라당시, 유교는 고전으로서 기능했다. 송나라, 명나라당
시는 성리학이 부상했다. 유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기 때문에 시대별 사상가가 새로이 
부상함에 따라 역사적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띤다.  

주돈이는 송나라 출신으로 용주 후난 인물이다. 본인도 주돈이와 동향 출신으로 관광과 유학 
Lian 연구에 심취하고자 하는 모두의 후난방문을 환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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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i Chi 5단계 구상(우주형상)

5단계
만물생장-만물을 최고로 가치있게 여기며 이를 구현 

4단계
Kun은 여성, Qian은 남성을 구성한다. 즉,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재로 상호의존적이다. 

3단계
물, 불, 나무, 금속, 흙. 나무의 불은 우주의 다양한 존재를 형상한다. 

2단계
음은 정적이고 양은 동적이다. 우주는 음양을 기본 뼈대로 하는 거대한 조합이며 이 조합이 

곧 Tai Chi를 의미한다. 음양은 서로를 감싸며 시작과 끝이 곧 연결되어 있다. 타인이 곧 나이
고 내가 곧 타인이 된다. 

1단계
무명의 원이 곧 Tai Chi이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물론 절대적 일원론을 바탕으로 단

순한 설명이 어렵다.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돈이는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의 철학사상가다. 이원론은 우주는 분열된 미지의 세계로 죽어

있어 변화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일원론은 우주는 통합되어 만물이 공통성을 띠며 곧 우주는 
공통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론으로서 우주 삼라만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지다. 

이와 상통하는 철학적 일원론은 정치적 통합이다. 중국어에는 문화의 핵심원형이 형상화된다. 
곧 중국어의 원형 속 고유의 보편가치가 기저에 있다.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고 항구적인 진실
로서 친절함을 베풀라는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주돈이의 철학은 이상주의도 물질주의도 이원론도 아니다. 주돈이의 철학은 정신과 물질의 통
합을 추구한다. 주돈이의 철학은 인간과 자연의 통합을 표방한다. 주돈이의 철학은 포괄적, 전인
적이며 세계 자체를 그 본연의 존재로 인식한다. 



54



55



56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