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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We aim to contribute sharing and expansion of humankind universal values by exploring 

Confucian human values, shared as a traditional life norm, seeking modern society's 

universal huma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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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ed� qi� (氣,� material� force),� humans� have� the� status� of� being� the�

mind� of� nature—the� principal� agents� of� life.� Human� beings� are� the�

centers� of� organic�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formed� not� just�

with� other� human� beings� but� with� all� things� in� nature.� Therefore,� the�

completion� of� one’s� self� is� dependent� on� the� completion� of� one’s�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realization� of� the� nature� of� other�

persons� and� all� things� in� nature� is� tantamount� to� the� realization� of�

one’s� own� nature.� However,� the� realization� of� the� nature� of� other�

persons� and� all� things� in� nature� is� only� possible� through� one’s� active�

practice� of� caring� for� and� looking� after� them.� Here,� the� problem� is�

that� an� actual� human� being� not� only� has� a� heart� that� cares� for� other�

persons� and� things� in� nature,� but� he� also� has� a� heart� that� seeks� for�

one’s� exclusive� profit.� Human� desires� take� other� persons� and� things� in�

nature� as� instruments� and� kindle� conflict� with� them,� thereby� sundering�

the� inner� and� the� outer,� the� self� and� others,� which� ultimately� leads� to�

mutual� annihilation� through� the� exploitation� and� destruction� of� other�

persons� and� things.� To� solve� this� problem,� one’s� body� and� mind�

should� first� unite� and� become� aware� of� the� desires� growing� within�

oneself.� Then,� one� should� constantly� strive� to� overcome� those� desires�

and� accompany� this� effort� with� self-cultivation� that� seeks� to� recover�

the� heart� of� caring� and� consideration,� which� is� an� innate� part� of�

human� nature.� Various� elements� of� Confucian� self-cultivation,� such� as�

keji� fuli� (克己復禮,� overcoming� the� self� and� observing� the� proprieties),�

guayu� (寡欲,� reducing� desires),� cheng� zhi� (誠之,� becoming� sincere),� zhi�
zhonghe� (致中和,� realizing� equilibrium� and� harmony),� qiongshen� zhihua�
(窮神知化,� comprehending� the� divine� and�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 zhi� liangzhi� (致良知,� realizing� innate� knowledge),�

qinmin� (親民,� loving� the� people),� xu� xin� (虛心,� emptying� the� heart),�

and� xiangsheng� (相生,� coexistence),� all� require� the� overcoming� of� our�

selfish� desires,� as� well� as� restoring� and� realizing� our� role� as� the� pivot�

of� the� natural� world;� the� human� life� essence� that� involves� caring� for�

all� things� in� nature� and� healing� them.� This� Confucian� account� of�

ecological� self-cultivation� remains� very� much� relevant� in� modern� society�

as� it� can� heal� the� maladies� of� the� consumer� society� that� kindle� human�

desires,� thereby� restoring�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nature,� as� well� as� establishing� human� beings� as� the� principal� agents�

of� caring� and� symb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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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정보

발표제목 유교문화의 생명과 상생의 길

발표개요

유학에서는 우주자연을 신의 창조물이나 생명이 없는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하나의 살아 숨 쉬는 생명체로 간주한다.� 인간은 

이러한 우주자연의 한 부분이다.� 본원적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만물은 동일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단지 자연의 부속물은 

아니다.� 가장 빼어난 기(氣)로 구성된 인간은 우주자연의 마음,� 즉 생명 주체

라는 위상을 지닌다.� 인간은 다른 사람 나아가 자연만물과 유기적이고 상보적

인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중심이다.� 따라서 자아의 완성은 곧 관계의 완성 

여부에 달려 있는 바,� 다른 사람 나아가 자연만물의 본성 실현이 곧 나 자신

의 본성 실현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연만물의 본성 실현은 그

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나 자신의 적극적인 실천행위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 문제는 현실적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연만물을 보살피고 돌보는 마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연만물을 도구화하고 이들과의 갈등을 조

장함으로서 내․외와 물․아를 분열시키고 이들을 착취 파괴함으로써 종국에는 공

멸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인간 내면에서 자라나는 욕망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

력과 더불어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서의 돌봄과 배려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양(修養)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극기복례(克己復禮)’,� ‘과욕(寡欲)’,� ‘성

지(誠之)’,� ‘치중화(致中和)’,� ‘궁신지화(窮神知化)’,� ‘치양지(致良知)’,� ‘친민(親

民)’,� ‘허심(虛心)’,� ‘상생(相生)’� 등으로 불리는 수양론은 인간 자신의 이기적 욕

망을 극복하고 우주자연의 중추로서의 인간의 역할 즉,� 자연만물을 보살피고 

돌보고 치유하는 인간의 생명 본질을 회복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

다.� 이러한 유가생태수양론은 갈등과 파괴를 야기하는 인간의 욕망을 조장하는 

소비사회의 병폐를 치유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함은 물론 인간을 돌봄과 공생의 주체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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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의 생명과 상생의 길

김세정(충남대 철학과 교수, 유학연구소 소장, 한국양명학회장)

1.� 들어가는 말 �공멸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소비문화 시대,’ ‘산

업문명의 시대’ 등 다양하게 지칭한다. 물질을 최고 가치로 삼고 소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소

비사회’, 인간의 무한한 욕망 충족을 위해 자연을 도구화하고 무참히 짓밟는 ‘파괴의 사회’, 인간조

차도 삶의 동반자와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짓밟고 올라서야하는 ‘무한 경쟁과 지배의 사회’,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 문명 아래 살고 있다. 자본주의와 소비사회의 병폐는 단지 인간사회의 경

쟁과 갈등과 소외를 야기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그로 인해 인류

도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 나아가 자연 존재물들과 더불어 살

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욕구뿐만 아니라 물질, 명예, 권력 등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한편으론 생존을 위해 모여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

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한다. 서로를 보듬어주고 길러주는 공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서서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 적이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다. 한국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주변 국가와도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산재해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문명, 산업문명,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지금, 자연은 인간의 착취와 파괴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전환점에 서있다. 로이 메리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폐에 빠진 산업주

의 사회를 생태주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1)라고 주장한다. 프란츠 알트 또한 문화혁명을 통

1) Roy Morrison 지음, 노상우․오성근 옮김, 생태민주주의, 교육과학사, 2005,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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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재 지배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적이며 생태적인 시장경제로 나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2) 우리가 나아가야할 새로운 문명은 인간과 인간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건

강하게 공생하고 상생하는, 생명을 살리는 ‘생태문명’이다. 탐욕과 경쟁과 갈등의 물질문명에서 배

려와 돌봄과 공생과 상생의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학은 인간 도덕성의 근원과 생명원리를 자연으로부터 찾고, 바람직한 인간과 행복한 사회의 구

현 방식 또한 자연과의 합일(天人合一)에서 찾는다. 신유학의 경우는 자연친화적이고 유기체적이며 

생태론적인 요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자본주의에 기반 한 소비사회의 문제

점, 즉 인간과 인간의 갈등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갈등으로 인한 공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

나의 해법으로 유가생태철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돌봄과 상생의 유가생태철학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기계론적 세

계관은 자연을 객체화하고 자연물에 어떠한 생명권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체의 기술적 조작

을 정당화하는 기술지향적 태도와 자연의 파괴와 살생에 대해 어떠한 윤리적 의식도 갖지 않는 탈

생명윤리적 태도의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경제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환원주의

식 학문 전통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 전체 또는 생태학적인 환경과 관련된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성․효율성․국민총생산과 같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성장과 팽창만을 중요시하고 

생산성의 향상에 혈안이 됨으로써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는

다.3)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관은 세계를 생명이 없는 물질이 아닌 살아있

는 생명체로 보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유학사상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창조적 세계관이 아닌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선진유학에부터 신유학은 물론 한국유학에 이르기까지 유학사상은 세

계를 생명이 없는 기계나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생성하고 양육해 나가는 하나

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 서양 근대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일방적인 제어와 힘의 

지배라는 입장에 서 있는데 반해, 유학사상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有機的)인 관계, 공생과 상생의 

관계를 중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유학사상에서 주장하는 ‘생생불식

(生生不息하는 자기-조직성)’과 ‘기(氣)에 의한 존재의 연속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호혜성과 상생

2) 프란츠 알트 지음, 박진희 옮김, 생태적 경제기적, (주)양문, 2007, 199쪽
3) 김세정, 돌봄과 공생의 유가생태철학, 소나무, 2017, 26～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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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는 우주자연을 생명이 없는 기계나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생성하고 키

워나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볼 수 있는 토대이자, 하나의 유기체인 우주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이 자연생태계를 함부로 파괴․착취할 수 없는 철학적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자연은 도구나 수

단이 아니라 인간이 치유하고 배려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이다.4)

서구 환경윤리학 분야에서는 모든 가치는 인간적 가치이며 그런 가치를 위해서 인간 외의 모든 

존재는 단순한 도구․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정의되는 ‘인간중심주의’와 자연을 인간 이익

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도구적 자연관’을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주

목한다.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관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무제한 개발과 도구화, 즉 인간의 자

연 정복․지배에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5) 많은 학자들이 환경윤리와 관련하여 유학사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학은 생태중심주의보다는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유학사상은 서구 환경윤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다. 유학사상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논의한 적도 없고,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나 지배자로 규정한 적도 없으며, 자연을 단순히 

인간 욕망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치부한 적도 없다. 유학사상은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천지만물일체’(天地萬物一體)사상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합일과 일체를 주장한다. 유학사상은 

본원적인 기(氣)의 차원과 리(理)의 차원(性卽理)에서 인간과 자연만물의 본원적 평등성을 주장한

다. 즉 자연만물은 본원적 차원에서 인간과 동일한 기(氣)로 구성되고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만물은 평등하다. 유학에서는 결코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할 특권을 부

여하지 않는다. 자연만물은 결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인간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6) 

유가철학에서 인간은 서구 인간중심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을 정복․지배․착취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자연에 종속되어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존

재도 아니다. 또한 심층 생태주의에서와 같이 자연물과 동일한 가치와 위상을 지닌 자연생태계의 

평등한 구성원도 아니다. 비록 본원적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만물이 평등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는 그렇지 않다. 유학사상은 자연물과 다른 인간의 우수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그러나 그 우수성은 자연 지배의 정당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살피고 치

유하고 돌봐야 하는 인간의 천부적 사명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는 인간이 본래 자연과 하나의 생명 

4) 김세정, ｢유가생태철학의 특성과 미래｣, 환경철학 20집, 한국환경철학회, 2015, 66～70쪽 참조.
5) 김세정, 돌봄과 공생의 유가생태철학, 소나무, 2017, 29～31쪽 참조.
6) 같은 논문, 70～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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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이루지만, 인간은 단순한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만물의 마음이라는 위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자연만물의 마음, 즉 통각(痛覺)의 주체이기에 자연만물의 손상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고 아프기 때문에 치유하고 보살피게 되는 것이다.7) 

3.� 공생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유가생태수양론

생태계의 위기는 철학적 담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적인 실천 활동을 수반할 때만이 자

연생태계는 물론 인간 또한 생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가생태철학이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수양(修養)’이다. 

 1) 선진유학의 생태수양론

먼저 유가생태수양론의 뿌리는 선진유학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공자(孔子)는 인간과 자연의 공

멸을 막고 생태적 감수성인 인(仁)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극기(克己)’

라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8) 극기를 통해 인을 회복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

키지 말며 내가 영달하고자 하면 남도 영달하게 해주는 서(恕)의 수양 과정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인

(仁)이 실현될 수 있다.9) 이를 통해 돌봄과 상생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맹자(孟子)는 자

연생태계의 건강과 인간 생존을 위해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의 본성과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과욕(寡欲)’을 수양의 한 방법으로 제안한다.10) 과욕은 나도 살고 다

른 존재물들도 살리는 공생의 방안이다.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란 자연의 질서와 원리에 근원하는 

것으로, 인간은 조장하지 않는 무사(無事)와 잊지 않는 유사(有事)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자연생태

계의 질서와 리듬에 부합하면서 인간은 물론 자연물의 생명을 건강하게 양육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이다.11) 아울러 우주자연의 생명 본질(天道)을 ‘성(誠)’으로 규정하는 중용에서는 성을 실천으로 

이행하는 것, 즉 ‘성지(誠之)’를 인간의 생명 본질(人道)로 규정한다.12) ‘성지(誠之)’는 ‘선을 택하여 

 7) 같은 논문, 74～77쪽 참조.
 8) 論語, ｢顔淵｣, “顔淵問仁. 子曰: 克己復禮爲仁.”
 9) 論語, ｢顔淵｣, “仲弓問仁. 子曰: … 己所不欲, 勿施於人.”, 論語, ｢雍也｣,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10) 孟子, ｢梁惠王上｣, 3, “數罟不入洿池, 漁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孟子, ｢盡心下｣, 

35, “養心莫善於寡欲”
11) 孟子 ｢公孫丑上｣, 2,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 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 以爲無益而舍之者, 不耘苗

者也. 助之長者, 揠苗者也. 非徒無益, 而又害之.”
12) 中庸, 20장,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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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현해 나가는(擇善而固執) 인위적인 노력의 과정’으로 정의된다.13) 지성(至誠)한 사람은 자신

의 본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본성 나아가 자연만물의 본성을 실현시켜줌으로써 천지의 만물 

화육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14) 이 과정이 성지(誠之)로써 성지는 곧 천인합일(天人合

一)에 도달하는 수양 방법이다. 

 2) 리학(理學)의 생태수양론

이러한 선진유학의 수양론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체계화되고 심화된 수양론은 송명대 신유학과 

한국유학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유가생태수양론은 크게 리학과 심학과 기학의 생태수

양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주희(朱熹)의 리학(理學)에서는 인간과 자연만물의 보편성과 내

재적 가치의 평등성을 본원적 차원의 ‘리일(理一)’, 즉 ‘태극(太極)’에서 찾을 수 있다. 리는 결코 인

간만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만물이 하늘로부터 동일하게 부여받았다.15) 따라서 인

간과 자연만물은 그 내재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차별 없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는 품수 받은 기(氣)의 차이로 인해 바른 기로 구성된 인간만이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이라는 

오상(五常)의 성품을 지닌다.16) 그리고 인간은 타고난 기품(氣稟)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덕적 

수양을 통해 기질의 장애와 제약을 극복하고 선천적인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17) 인간과 자연물의 차이, 즉 위계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인간의 자연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간상을 수립함과 아울러 인간의 도덕적 수양의 필

요성을 역설하고자 하는데 있다. 수양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점차 확충해 나감으로써 현실적인 차

등과 차별을 넘어서 우주자연의 생명 본질과 생명의 존엄성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는 인

간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임과 동시에 천지의 만물 화육(化育)을 돕는 일이 된다.18) 사랑의 확

충을 통해 인간은 우주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 구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19) 

13) 中庸, 20장,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14) 中庸, 22장,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

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15) 朱子大全, 권58, ｢答黃道夫｣, “是以人物之生, 必稟此理, 然後有性, 必稟此氣, 然後有形.”
16) 朱子語類 권1, 41조목, “人之所以生, 理與氣合而已. … 然而二氣五行, 交感萬變, 故人物之生, 有精粗之不同. 自

一氣而言之, 則人物皆受是氣而生; 自精粗而言, 則人得其氣之正且通者, 物得其氣之偏且塞者. 惟人得其正, 故是理

通而無所塞; 物得其偏, 故是理塞而無所知. …”
17) 朱子語類, 권1, 41조목 참조.
18) 朱子語類, 권64, 55조목, “贊天地之化育. 人在天地中間, 雖只是一理, 然天人所爲, 各自有分, 人做得底, 卻有天做

不得底. 裁成輔相, 須是人做, 非贊助而何?”
19) 김세정, ｢주희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東西哲學硏究 77호, 한국동서철학회,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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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희의 리 생태주의에 근거한 생태수양론은 한국의 이황(李滉)과 이이(李珥)에게로 계승․
발전된다.20) 예컨대 이황은 주희와 같이 ‘일리(一理)의 보편성과 평등의 원리’, ‘기품(氣稟)에 따른 

인간과 자연물의 차등성’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인 인심(仁心)’이라는 주장

과 인간은 누구나 경(敬)과 같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기질의 장애와 제약을 극복하고 선천적인 도

덕성(四德)을 잘 보존하고 구현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인애(仁愛)의 확충’

이라는 생태수양론을 주장한다. 이황은 친소원근(親疎遠近)의 자연한 정서에 바탕 하지 않는 묵자

(墨子)의 겸애(兼愛)를 반대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사사로움에 국한되는 위아(爲我) 또한 반대한다.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인체(仁體)에 대한 절실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출

발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랑은 물론 자연존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점차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중시한다. 이는 수양을 통해 유아(有我)의 사심(私心)을 극복하고 무아(無我)

의 공심(公心)을 회복할 때 가능하며, 공심에 근거한 확충애(擴充愛)를 통해 비로소 물아일체(物我

一體)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황이 말하는 인애의 확충은 인간의 자연한 정서에 근거하면서도 수

양을 통해 점차 자연물로 확충해 나가는 유교적 방식이다.21)

 3) 심학(心學)의 생태수양론

심학(心學)을 펼친 왕수인(王守仁)은 “사람은 천지만물의 마음이며, 마음은 천지만물의 주체이

다”22)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최고로 정밀한 기(氣)의 영명한 속성으로서의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유

기적 생명체로서의 천지만물의 마음이라는 중추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23) 나아가 왕수인은 “대저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 천지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一體)이므로, 살아있는 존재물들의 고통은 무

엇인들 내 몸에 절실한 아픔이 아니겠는가? 내 몸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비지심(是非之心)

이 없는 자이다. 시비지심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알고 배우지 않더라도 능한 것이니, 이른바 양지

(良知)이다”24)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은 천지만물과의 감응(感應)을 통해 타자와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의 생명 파괴에 대해 이를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통각(痛覺) 작용을 일으킨다. 예컨대 어

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반드시 깜짝 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怵惕惻隱之心)이, 새와 

20) 김세정, ｢율곡학을 통해 본 인간과 자연의 소통과 공생의 해법｣, 율곡사상연구 28집, 율곡학회, 2014 참조.
21) 김세정, ｢퇴계 이황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退溪學論叢 2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211～244쪽 참조.
22) 王陽明全集, 권6, ｢答李明德｣, 214쪽, “人者, 天地萬物之心也, 心者, 天地萬物之主也.”
23) 明儒學案, 권25, 南中王門學案一, ｢語錄｣, “今夫茫茫堪輿, 蒼然隤然, 其氣之最麤者歟. 稍精則爲日月星宿風雨山

川, 又稍精則爲雷電鬼怪草木化蘤, 又精而爲鳥獸魚鼈昆蟲之屬, 至精而爲人, 至靈至明而爲心.”
24) 傳習錄(中), ｢答聶文蔚｣, 179조목, “夫人者, 天地之心. 天地萬物, 本吾一體者也, 生民之困苦荼毒, 孰非疾痛之切

於吾身者乎? 不知吾身之疾痛, 無是非之心者也. 是非之心, 不慮而知, 不學而能, 所謂良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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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 살해당하기 위해 끌려가며 슬피 울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견딜 수 없는 마음

(不忍之心)이, 풀과 나무가 꺾이고 부러진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가엾게 여기는 마음(憫恤之心)이, 

기와나 돌이 깨진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顧惜之心)이 발동하게 된다.25) 따

라서 인간이 ‘천지만물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천지만물의 생명 손상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통각의 주체’, 즉 ‘생명의 중추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심학을 주장하는 왕수인 또한 다양한 수양방법을 제안한다. 인간은 누구나 ‘만물일체(萬物一體)의 

인심(仁心)’, 즉 양지를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자신의 형체를 기준으로 자신과 자연만

물을 자․타, 내․외로 분리하고 자신의 개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욕(私欲)의 발동 가능성을 안고 있

다. 사욕은 인간 상호간에 거짓과 위선은 물론 경쟁과 투쟁을 일삼게 하고, 종국에는 인간 사회는 

물론 전체생명으로서의 천지만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26) 그렇기 때문에 내

면적 자각과 성찰을 통해 사욕의 가림을 제거하고 본원적․선천적 만물일체의 인심을 회복하는 수양

을 필요로 한다. 내면적 자각과 성찰을 통한 만물일체의 인심을 회복하는 것은 곧 자연만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친애(親愛)의 실천 활동으로 귀결된다. 명덕(明德), 즉 인심(仁心)은 반드시 타

자는 물론 동․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자연생태계의 다른 존재물들에 대한 실제적 친애의 실천 

활동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27) 이에 왕수인은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친구 사이로부터 

산․시내, 귀신, 새․짐승, 풀․나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이들을 친애하여 나의 일체(一體)의 인(仁)이 

도달하지 않음이 없는 연후에 나의 명덕이 비로소 밝아지지 않음이 없게 되어, 진실로 능히 천지만

물로서 한 몸을 삼게 된다”고 주장한다.28) 인간과 자연계의 존재물들에 대한 친애의 실천 활동은 

이들과 하나의 유기체가 된 상태에서의 인간 마음의 내면적 자각과 실천 과정으로서, 인간 마음의 

자각과 실천은 한 개체의 완성만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포괄하는 총체적 유기체의 완성으로 귀결

된다. 

한국의 양명학자 정제두(鄭齊斗) 또한 ‘천인일원(天人一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29) 인심(人

心)을 ‘천지만물의 영(靈)’, ‘천지만물의 총회(總會)’, ‘감응(感應)의 주체’로 규정하고,30) 인간의 개체

25) 王陽明全集, 권26, ｢大學問｣, 968쪽 참조.
26) 王陽明全集, 권26, ｢大學問｣, “及其動於欲, 蔽於私, 而利害相攻, 忿怒相激, 則將戕物圮類, 無所不爲, 其甚至有骨

肉相殘者, 而一體之仁亡矣.” 및 傳習錄(中), ｢答聶文蔚｣, 180조목 참조.
27) 王陽明全集, 권7, ｢親民堂記｣ 참조.
28) 王陽明全集, 권26, ｢大學問｣ 참조.
29) 霞谷集(韓國文集叢刊 160輯), 卷7, ｢草亭新居｣, 203쪽, “不外吾心性, 天人自一元..”
30) 霞谷集, 卷9, ｢存言｣中, 258쪽, “人心者, 天地萬物之靈, 而爲天地萬物之總會者也(人心之體, 在於天地萬物, 天地

萬物之用, 在於人心). 故合天地萬物之衆, 總而開窺於人心. 夫天地之明, 發於日月, 萬物之靈, 發於其心. 凡物莫不各

其有開窺, 卽是心也, 而至於通天地萬物之衆而發窺, 則惟統而在於人心. 何者, 以人心者, 感應之主, 萬理之體也,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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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제거하고 영명함을 밝히는 수양공부로 ‘사단(四端)의 확충을 통한 천지만물일체의 실현’, ‘명

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의 일원화를 통한 자연만물과 하나 되기’, ‘진성(盡性)을 통한 천지화육(天

地化育)에의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1)

 4) 기학(氣學)의 생태수양론

기학(氣學)을 펼친 장재(張載)는 ‘기(氣)’를 근거로 인간과 자연만물 사이의 평등원리를 제안한

다.32) 이 세상 모든 존재물들은 모두 동일한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지음양의 감응 작용을 통

해 생성․양육된다.33) 자연존재물은 물론 인간 또한 이러한 우주자연의 신묘한 조화(神化)의 결실로

서 우주자연의 한 부분이다. 장재는 개체가 아닌 전체로서의 우주자연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 인간이라고 하여 더 우수할 것도 없고 자연물이라 하여 더 열등할 것도 없으며, 자연존재물은 

삶의 동반자요 짝이라고 주장한다.34) 장재 또한 인간이 천지만물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양 방법이자 성인(聖人)의 경계로서 ‘궁신지화(窮神知化)’를 제안한다.35) 우주자연의 무궁무진한 

변화와 조화를 아는 궁신지화의 주체는 천성(天性)의 ‘덕성양지(德性良知)’이다.36) 인간은 우주자연

의 조화의 산물이기에 누구나 선천적으로 우주자연의 자연한 공능인 천덕양능(天德良能)을 갖고 태

어난다. 다만 후천적으로 이기적 개체심이 이를 차폐시킨다.37) 따라서 이기적 개체심을 제거하는 

후천적 수양의 과정이 필요한 바, 이는 곧 개체의 울타리에 갇힌 이기적 자아에서 벗어나 ‘무아(無

我)’의 경지, 즉 대인(大人), 성인(聖人)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38) 인간은 전우주적인 성

인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성을 발현함으로써 동료 인간은 물론 모든 자연만물의 생명 본질을 실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39) 이는 곧 인간이 성기(成己)․성물(成物), 즉 인간 자신은 물론 우주자연

의 생명 창생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40)

哉心也.”
31) 김세정, ｢정제두의 천지만물일체를 위한 수양론｣, 東西哲學硏究 74호, 2014 참조.
32) 김세정, ｢장재의 기(氣) 생태주의, 심층 생태주의를 넘어｣, 陽明學 41호. 2015, 199쪽 참조.
33) 正蒙, ｢乾稱｣, 7, “感卽合也, 咸也. 以萬物本一, 故一能合異, 以其能合異, 故謂之感. 若非有異, 卽無合. 天性乾坤

陰陽也, 二端故有感, 本一故能合. 天地生萬物, 所受雖不動, 皆無須臾之不感.”
34) 張子全書, 권1, ｢西銘｣, “乾稱父, 坤稱母, 子玆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塞吾其體, 天地之帥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
35) 正蒙, ｢天道｣, “聖人有感無隱, 正猶天道之神.”, ｢神化｣, “窮神知化, 與天爲一, 豈有我所能勉哉? 乃德盛而自致爾.”
36) 正蒙, ｢誠明｣, “誠明所知, 乃天德良知, 非聞見所知而已.”
37) 正蒙, ｢誠明｣, “天良能本吾良能, 顧爲有我所喪爾.”(張子自注: 明天人之本無二.) 
38) 正蒙, ｢三十｣, “無意必固我, 然後範圍天地之化, 從心而不逾矩..” ｢至當｣, “能通天下之志者, 爲能感人心. 聖人同

乎人而無我, 故和平天下, 莫盛於感人心.”
39) 正蒙, ｢三十｣, “窮理盡性, 然後至於命; 盡人物之性, 然後耳順, 與天地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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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학자 박지원(朴趾源) 또한 기학을 바탕으로 한 생태수양론을 주장한다. 박지원은 비록 

본원적 차원, 즉 ‘기화(氣化)’와 ‘천명지성(天命之性)’의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물이 평등하다고 하

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은 귀하고 자연은 천하다는 불평등한 관점이 지배적이라고 본다. 그 원

인을 ‘나와 남을 둘로 나누는 분별의식’, ‘시공간적으로 제한되고 고착화된 언어와 문자의 한계’, ‘고

정관념과 감각기관의 제한성’에서 찾는다. 분별심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나에 대한 집착

은 자신만을 위하는 사사로운 욕망을 싹틔우고 증대시키며,41)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의식은 언어와 

문자에 담겨서 고정관념이 되고, 인간은 정형화된 언어와 문자를 통해 세상을 본다.42) 나아가 분별

심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기 보다는 귀천과 존비의 차별과 차등으로 재단하려고 한다. 이

로 인해 평등한 인간과 자연은 귀천의 차등 관계로 변질되고 자연물은 인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다.43) 박지원은 이러한 분별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의식을 해소하고 평등의식을 회복하여 자

연물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허심(虛心)’과 ‘명심(冥心)’을 제안한다. 대상사물의 실

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대상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에 티끌만한 사사로

움도 없는, 그리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는 담백한 상태, 즉 허심(虛心)의 상태가 전제되어

야 한다.44) 인간은 허심의 상태에서만이 자연물을 실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감각기관

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직관적 방법으로서의 ‘명심(冥心)’을 통해 안과 밖의 구분이 없고 나와 외물이 

하나인 내외무간(內外無間)의 물아일체(物我一體) 경계에 이르게 된다.45) 물아일체의 경계이기에 자

연은 더 이상 남이 아닌 나이다. 박지원은 또한 ‘상생(相生)’을 제안한다. 상생은 나만 사는 것도 아

니고 너만 사는 것도 아닌 모두가 함께 사는 방식이다.46) 상생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집착

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나아가 나만이 우수하고 다른 존재물들은 열등하다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한다. 인간보다 큰 차원인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호랑이나 모두 같은 

동물로서, 모든 존재는 균등하다.47) 균등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의지하면 함께 살아

40) 김세정, ｢장재의 기(氣) 생태주의, 심층 생태주의를 넘어｣, 陽明學 41호. 2015 참조.
41) 燕巖集 권70, ｢愛吾廬記｣, 113쪽, “夫民物之生也, 固未始自別. 則人與我皆物也. 一朝將己而對彼, 稱吾而異之. 

於是乎天下之衆, 始乃紛然, 而自謂事事而稱吾, 則已不勝其私焉. 又况自加以愛之乎.”
42) 燕巖集 권70, ｢菱洋詩集序｣, 108쪽, “噫, 瞻彼烏矣. 莫黑其羽, 忽暈乳金, 復耀石綠, 日映之而騰紫, 目閃閃而轉

翠. 然則吾雖謂之蒼烏可也, 復謂之赤烏亦可也. 彼旣本無定色, 而我乃以目先定. 奚特定於其目不覩, 而先定於其心.”
43) 김세정, ｢박지원의 명심(冥心)과 상생(相生)의 생태사상｣, 환경철학 19집, 한국환경철학회, 2015, 44～48족 참조.
44) 燕巖集 권3, ｢素玩亭記｣, 65쪽, “今子穴牖而專之於目, 承珠而悟之於心矣. 雖然, 室牖非虛, 則不能受明, 晶珠非

虛, 則不能聚精. 夫明志之道, 固在於虛而受物, 澹而無私, 此其所以素玩也歟.”
45) 燕巖集 권14, ｢熱河日記․山莊雜記․一夜九渡河記｣, 273쪽 참조.
46) 燕巖集 권1, ｢序․洪範羽翼序｣, 15-16쪽, “萬物歸土, 地不增厚, 乾坤配軆, 化育萬物, 曾謂一竈之薪, 能肥大壤乎. 金石

相薄, 油水相蕩, 皆能生火, 雷擊而燒, 蝗瘞而焰, 火之不專出於木, 亦明矣. 故相生者, 非相子母也, 相資焉以生也.”
47) 燕巖集 권12, ｢熱河日記․虎叱｣, 189쪽, “汝談理論性, 動輒稱天, 自天所命而視之, 則虎與人, 乃物之一也, 自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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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것이다.

4.� 공생과 상생의 시대로

유학에서는 우주자연을 신의 창조물이나 생명이 없는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하나의 살아 숨 쉬는 생명체로 간주한다. 인간은 이러한 우주자연의 한 부분이다. 리학

(理學)이든 기학(氣學)이든 심학(心學)이든 본원적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만물은 동일한 내재적 가치

를 지닌 평등한 존재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단지 자연의 부속물은 아니다. 가장 빼어난 기(氣)로 구

성된 인간은 우주자연의 마음, 즉 생명 주체라는 위상을 지닌다. 인간은 자연과 독립된 존재로서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연에 종속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타자 나아가 

자연만물과 유기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중심이다. 따라서 타자 또는 자연만물과 

무관한 자아의 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의 완성은 곧 관계의 완성 여부에 달려 있는 바, 다

른 사람 나아가 자연만물의 본성 실현이 곧 나 자신의 본성 실현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

과 자연만물의 본성 실현은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나 자신의 적극적인 실천행위를 통

해서만 가능하다. 

문제는 현실적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연만물을 보살피고 돌보는 마음(大體, 仁心, 良知, 明德 등)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小體, 私欲, 嗜欲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사회는 바로 후자인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이를 증식시키는데서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차폐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는 물론 자연만물을 도구화하고 이들과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서 내․외와 물․아의 분열시키고 이들을 착취 파괴함으로써 종국에는 공멸을 야기한다. 그

런데 사욕을 극복하고 인간 마음의 본질, 즉 돌봄과 배려의 마음을 회복하고 발현하는 일은 관념적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인간 내면에서 자라나는 욕망

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서의 돌봄과 

배려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양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유학에서의 수양은 이성만이 아니라 감

성, 감정, 본능, 감각, 직관 등 모든 차원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기적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 타자 

나아가 자연만물과의 하나 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이다. 공자의 ‘극기복례(克己復禮)’, 

맹자의 ‘과욕(寡欲)과 ‘집의(集義)’, 중용의 ‘성지(誠之)’, ‘치중화(致中和)’, 장재의 ‘궁신지화(窮神知

生物之仁而論之, 則虎與蝗蚕蜂蟻與人並畜, 而不可相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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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 왕수인과 정제두의 ‘치양지(致良知)’와 ‘친민(親民)’, 이이의 ‘실심(實心)의 실현’, 박지원의 ‘허심

(虛心)’과 ‘상생(相生)’이라는 수양은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극복하고 우주자

연의 중추로서의 인간의 역할 즉, 자연만물을 보살피고 돌보고 치유하는 인간의 생명 본질을 회복

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유가생태수양론은 인간의 욕망을 조

장하고 갈등과 파괴를 야기하는 소비사회의 병폐를 치유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

과 자연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인간을 돌봄과 공생의 주체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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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ical Conundrum and Confucian 

Thought: A Response to Marie Kim Seong-hak’s 

denial of the existence of ‘customary law’

Dr. Jakub Taylor
SKKU, AEAS

1.� Introduction

For many years professor Choi Chongho – among many others1) – has been mentioning the 
disastrous lack of scientific papers on the history of Korean law, written in foreign languages. 
Since his time this unfortunate state of things did not yet change substantially. One of the few 
new bright spots on this map of bibliographical wasteland was the fruit of the research of 
Marie Kim Seong-hak. The main focus of her study is the late Chosŏn and colonial periods, 
especially a question of creation of peninsular civil law. Three of her papers caught my 
attention2) and their conclusion surprised me – as a researcher of customary law- to no end. 
Professor Kim was brought to conclusion that a Korean customary law was nothing but a 
creation of Japanese occupants, who had attempted to unify the body of law in Korea with 
Japanese Civil Code. The very term ‘customary law’ appears to her to be problematic and so 
is the use of this term in the context of Confucian Korea. A simplicity of such statements 
motivated me to prepare a response to Kim’s claims, while at the same time gave me a 
chance to present a draft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w with the focus of the character of 
Korean customary law, customary law in general and – most of all – the concept of legality 

1) Choi Chongho, 2005, Law and Justic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Hahm Pyong-Choon, 1987, The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Law, Royal Asiatic Society Korean Branch, Seoul

2) Marie Seong-Hak Kim, 2007, Law and Custom under the Chosŏn Dynasty and Colonial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6, No. 4 (Nov.)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p. 1067-1097; 
2009, Customary Law and Colonial Jurisprudence in Korea,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57, 
No. 1 (Winter),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5-247; 2012, Law and Custom in Korea, Comparative Leg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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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s been developing in East Asia under the aegis of the Confucian philosophy. The 
main problem of Kim’s – as I see it – misunderstandings lies in a chaotic terminology, 
taxology and philosophical paradoxes often not noticed but protruded in the modern Western 
scholarship. Let’s deal with the above problems one at a time.
A use of the term ‘customary law’ was arbitrary and chaotic both in the past and now. The 
law’s foundation consist of – as it is generally understood by all who follow the Bartolus 
(1313-57)’ footsteps3) - a tacit consent of the group under law (causa proxima) and a long use 
of this law, “from the times immemorial” as many sources put it (causa remota). As for the 
entire structure of the law enforced in the past: it was built upon two funding blocks - 
statutory or positive law and a customary one. A Year Book from the times of the English 
king Henry VI (1367-1413; YB p.7, Hen. VI f.31 pl27, at f.33) describes it as:

Et sont ii maners de prescriptions: sc. Un qe va per my le Royaum, et, c’est proprement Ley: un autre 
qu tiel Pais, ou tiel Ville, Cite, ou Burgh ad eu de temps4) 

Because the law of the time was understood in a tomistic way, the word ‘proscriptions’ meant 
simply the normative system as created by God, not the ‘royal prescriptions’. Such duality of 
law, growing within society and one imposed from above, reflects W. Ullmann’s concept of 
ascending and descending power5) and it was a common feature of law nearly everywhere until 
recently, however it may seem strange to us - dominated and bothered on every step - by a 
statal legislation. Kim’s understanding of a customary law (which she calls a ‘custom’) inclines 
the existence of a different necessary factor: recognition by a political power6). Law – 

3) Ibbetson David, 2007, Custom in Medieval Law, in: A.Perreau-Saussine, J.B.Murphy (ed.), The Nature of 
Customary Law, Cambridge Uni. Press, p156

4) Op.cit, p.166
5) Ullmann W., 1966, Principles of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Middle Ages, Methuen, London, p.280-7
6)� (2012, p.8) “Asserting the existence of custom in pre-modern Korea as a spontaneous legal order is the result of 

misplaced emphasis, largely propelled by a nationalistic paradigm. It amounts to postulating indigenous law in 
order to show that it was distinct from the formal legal regimes imported either from China during the dynastic 
period or from the West under Japanese rule. An essential problem with this view is that it disregards the 
question of power in the development of law. By treating law as independent of the state power, one risks 
explaining the evolution of Korean law in dissociation from political circumstance.” (p.299) “ controlling the 
customs was part of the state’s enlarging legislative power”.

   (2012, p.298) “Custom supposedly meant the tradition of a primordial Korea that had existed before the coming 
of the Japanese who wielded Westernized law as a symbol of their supposed superiority. The “myth” of 
customary law bolstered in Korean historiography by an effort to safeguard the identity of indigenous leg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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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her – is made for practical purposes of the elites as a display of situational 
ethics, or necessities of the times, later sanctified by superficially made ‘so called tradition’. 
The problem with such approach is obvious: law precedes the existence of state, and the view 
of the cynical power-mongering elites of the past, who did nothing but supported the tyranny 
of status quo, is simply anachronistic. In most ancient societies it was 1/ the domination of 
public suits (graphai as the Athenians called them7)) by the echelons of power, which until 
then could simply be brought by “anyone who is willing” (gr. ho boulomenos), and 2/ 
monopolization of the case arbitration of the highest level within the legal segmentary structure, 
that brought about the buds of statehood. Even then the private suits (gr. dikai) and private 
law implementation were dominant, and it remained so for ages to come, including cases of 
homicide.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igin of Kim’s ascertainments her pre-suppositions, and thu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research, must be put under scrutiny, however suppositional the 
results we might come up with. She quotes Eric Hobsbawn8), a strong supporter of a claim of 
the ad hoc creation of ‘tradition’ by the elites, and who tried to undermine any historical 
value human traditions might had ever had. His research is a platform for numerous cultural 
relativists in the Western academia, which is nowadays haunted, not so much by a Marxist, 
but by the Marcusean9) spectre of great dislike for anything posing as culturally fundamental. 
Such approach is an example of pars pro toto argumentation. Kim also often quotes William 
Shaw10) - a supporter of so called Hahm’s thesis, suggesting a non-legal character of Korean 
culture. According to Shaw, without numerous legal specialists in society a body of customary 
law could not come into existence. But it was not opinio iuris doctoris, which created law, 
but a practice remembered by the moot elders and law speakers. Kim is also advocating for 

in the dynastic period from the stifling influence of colonial law. The image of beneficent kings respecting 
customs and making laws on the basis of popular wishes seemed to present a vivid contrast to the authoritarian 
colonial rule. This view, however, is difficult to sustain. It may be enticing for scholars to regard traditional laws 
and legal principles as having emanated from popular culture or living law. But to argue that East Asia was 
governed by consensual law, outside the grip of the state of penal codes, is distant from historical truth.”

7) Lanni A., 2017, Collective Sanctions in Classical Athens, in D.P. Kehoe, T.A.J. McGinn (ed.), Ancient Law, 
Ancient Society, Uni. Of Michigan Press, p.13

8) &Terence Ranger,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 Kim herself rejects the attachment to 
exorbitant cultural relativism.

9) Marcuse H., 1969, Repressive Tolerance, Beacon Press, Boston
10) 1980, Traditional Korean Law and Its Relation to China, J.A.Cohen et co. (ed.), Esseys on China’s Legal 

Traditions,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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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sis of Gordon Woodman11) who suggested a separation of a socio-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law and a juristic one. Logically speaking, this approach promoted 
elsewhere by the linguistic turn historiography, and claiming that two different analyses of one 
cultural phenomenon are possible, is unacceptably illogical (unless some ontological shift is 
made), and must therefore be rejected. If not, so called legal approach turns to be nothing but 
a partial scrutiny of historic material, limited by the belief in validity solely of legal codes. 
Such approach is non-historical, because it is not holistic.    
John Austin (1790-1859)12) and Roscoe Pound (1870-1964)’s13) influence is also to be found 
in Kim’s papers. Two of them represent positivistic school of jurisprudence rejecting any link 
between statute and morality. I can find no worse presupposition for the study of 
Confucian-oriented legal system than their philosophy. Kim’s approach does not follow the 
above thinkers blindly, her own research experience on the acceptance of French coutumiers by 
royal power seems to indicate the necessity of redefining the concept of customary law. This 
misconception might be a result of an influence of Robert Jacob14) , and comes by a complete 
omission of earlier medieval history of codifications of custom law (ex. that of Charlemagne) 
and a misunderstanding of their nature. It is also a display of pars pro toto approach at its 
worst. Also, establishing a bridge between the raise of absolutism and the activity of legal 
humanists has a place within the realm of the philosophy of political theory, not in the history 
of legal practice. Moreover, a universal – apparently evolutionary development – of law in 
Europe and East Asia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even if the communalities of some 
elements of the regions’ apparently purely conceptual ‘customary law’ did – indeed – exist. 

11)� 1983, How State Courts Create Customary Law in Ghana and Nigeria, H.W. Finkler ed., Papers of the Symposia 
of Folk Law and Legal Pluralism, Indian and Northern Affairs, Ottawa

12)� 1832, 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V, R.Campbell
13) 1959, Jurisprudence,, West Publishing Co., St. Paul, Minn
14) 2001, La Coutume, les mours et le rite, J. Bourgon, La Coutume et la norme en Chine et au Japon, Presses 

universitaires de Vincennes, St.-Denis; 2001a, Les Coutumiers du XIIIe siecle ont-ils connu la coutume?, 
M.Mousnier ed., La Coutume au village dans Europe medievale et moderne, Press universitaires du Mirail, 
Toul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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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option� of� Chinese� law� in� Korea� and� customary� law

A view that throughout the ages the Chinese sphere of cultural impact was governed by harsh 
and rigid state despotism appears to be prevailing. If such statement is true, scholars surely are 
not to find any traces not only of custom law, but also of any private law execution, or any 
signs of a human activity not under the strict control of a Confucian monarch. Lets than first 
turn to the mothers of all subsequent Chinese legal codes in order to find any indication for 
such state of things:

《唐律疏議》第48條 名例48 化外人相犯: 律文 諸化外人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異類相犯者 異法律
論 疏議曰 化外人 謂蕃夷之國 別立君長者 各有風俗 制法不同 其有同類自相犯者 須問本國之制 依其
俗法斷之 異類相犯者 若高麗之與百濟相犯之類 昆以國法律 論定刑名 

First striking element of the text appears to be the existence of the very concept of non-statute 
law 本俗法, the performance of which i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guaranteed by the 
statute itself. If the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were able to use their own 
legislation but for the fact of different place of origin, the image of despotic statal dominance 
over the subjects crumbles. Can it be possible, that the laws and customs of origin might 
include old Korean positive law? In some cases it might have been so, but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in the time of 《唐律疏議》 codification (year 624) many specialists in Peninsular 
statute law were living on the Chinese soil. Even if it were the case, early Korean legal codes 
included the elements of original customary laws of the dominant etnies and guaranteed enough 
flexibility for tolerating local legal coercion, especially if they were overlapping with the 
Chinese model.
Per analogiam,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the groupings originally living in the Middle 
Kingdom and having distinct legal identities did not follow similar law execution – particular 
and local. The very content of the code determines that. It consists in great majority of penal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some general ethical principles of Confucian basis. What we 
would call today civil cases are to some extend included, but not frequently enough to cover 
all suable quarrels of the people. The target readers of the code were the members of the state 
apparatus, not just any law user. The fragment 第481條 斷獄 14 stating that 決罰不如法 律文 
諸決法不如法者 笞三十... does not intend any use of an extra-statute law, but only the 
improper application of the statutes by the local bureaucrats, in other words – an ab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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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 Kim’s research the term 本俗法 does not appear at all. She rightly notices that numerous 
historians of the past tended to overestimate the originality of Korean legislation due to 
‘patriotic’ reasoning, but it is hard to deny that 本俗法 is a historical term. The very 
distinction between the borrowed and original law is of small relevance to the customary law 
itself, as both statutory law and customary one were changing through establishment of new 
precedents, and one of the inputs of these changes came from the outside, mainly China. We 
can observe in many cases the lastingness of many custom laws, as was noticed by W. 
Reinhard and – in Korea – by Chŏn Chaegyŏng15) , and these should be scrutinized 
case-by-case and not taken for granted or denied as modern nationalistic, colonial or demolatric 
fabrication. In other words, even custom law has changed due to the normative transformation 
of the country and it cannot be treated as a living fossil. We can only assume that this 
process happened to lesser extent than was in the case of statutory law. Normative change was 
being enacted due to the Korean elites’ intended and unintended impact upon the lower 
echelons of society. The elites themselves were - to bigger and bigger extent - under the 
impact of Confucian legal philosophy towards which we will now turn our attention.
In opinion of the majority of scholars the law played a subservient role to the li principle 禮
主法從. It was but an emanation of ethics which itself had a strong teleological element 
imbedded within, namely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in perfect hierarchical structure 安民. 
As Shuzo Shiga16) puts it “trials in imperial China were essentially procuration in criminal 
cases and mediation in civil cases. In either case there was no judgment in the genuine sense 
of the word, that is; there was no concept of a conclusion which, being reached through fixed 
rules or procedure, was to be regarded as the best substitute for the absolute truth or justice of 
God…The notable lack of magical factors, such as ordeal, in the courts of imperial China, and 
lack of strict formalistic rules of procedure as well,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judge 
was not a servant of a mechanism aimed at objective truth…but was a representative of an 
almighty and merciful government which held the mandate of heaven to realize harmony in 
this world.” He also notices that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the settlement of 
troubles in social life did not wholly or even in main depend upon the governmental 

15) 전재경, 1995,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 웅진출판
16) 1967, Some Remark on the Judicial System in China: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pp.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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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of justice…A sort of justice (that is mediation, social sanctions or even 
lynchings) administered in an informal manner by autonomous organizations of the people – 
clans, villages, guilds…and even more informally by mere neighborhoods or by curious crowds 
on the streets – was far more effective in minor cases that the time-wasting and expensive 
formal law suits” Also, Thomas B. Stephens17) states that “it is characteristic of the 
disciplinary [Confucian] system that the political that the political rulers or supreme hierarchical 
authorities applying it concern themselves as little as possible with the quarrels of subordinates. 
It is the very definite duty of the lower ranks and the common people not to quarrel at all, 
and if they do they must at all costs settle it among themselves, and certainly not on any 
account trouble their ruler or any government officials with it. If they do, they must expect to 
be treated harshly – especially the complainant who brought the trouble to the notice of the 
officials”. It is worth noting, that such instances are easily found in the sources of 19 c. 
Korea as well.
On the other hand, in recent years a paradigm shift in a research on Chinese-Confucian law 
can be seen18) . It does not procure many new proofs but for the times of Qing dynasty. We 
therefore face –once again- pars pro toto argumentation, which succor Kim Seong-hak’s 
statements. Kim clearly shows the cases from the limited time frame and elegantly gives 
examples of the statutory law performance. Yet if she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long 
history of statute code making, existence of 民俗護送, 立案 and 受敎輯錄 means the 
monopolization of law by the state, she only does it through the terminological operations and 
elimination of ‘customary law’, as a creation of colonial rulers.

It is not surprising that normative customs are often omitted in the research of Korea, there 
are not easily traced back due to the fact that an adequate content tended to be filtered away 
by the historiography with strong predilection towards Confucianism. Even today Korean legal 
culture bears the marks of its Confucian past. A special emphasis is placed upon the 
expression of regret of the culprit, suitcases linked with the concept of defamation and shame 

17) 1992, Order and Discipline in China: The Shanghai Mixed Court 1911-27
18) Philip C.C. Huang 1996, Civil Justice in China: Representation and Practice in the Qing, p. 76: “The Qing state 

put a face on its legal system that has prompted two misimpressions: first, that the system dealt hardly at all 
with civil matters; and second, that when magistrates did deal with those matters, they mostly did so either as 
arbitrary administrators or as compromise-working mediators, not as judges adjudicating according to codifi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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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umerous, the results of judiciary procedures are understood as an instrument for 
maintaining the public harmony, and therefore their outcome is often determined by the popular 
tantrums escalated by media, not to mention a predominant role of mediation in dealings 
among the people. Let’s than point out to a few difficulties a researcher of Korean customary 
law is facing. These can make the origins of Kim’s exaggerated claims easier to comprehend.

The earliest descriptions of Korean law, namely the 犯禁八條, comes from the Chinese 
chronicles, and many historians from the earlier generation already perceived how confusing the 
Confucian backbone of the compilers could really be. Professor 李睟光 while trying to 
decipher why only three parts out of 8. are being mentioned, concluded that it must have been 
obvious to the contemporary that the remaining five statutes are nothing but the five Confucian 
inter-personal principles 五倫. Another problem lied in the so called baobian 褒貶 doctrine of 
Confucian historiosophy, that is: to record the events of the past in such a way that it would 
provide a moral guidance. To some extent the official Chinese chronicles must be considered a 
manual in social ethics. Such might have been the case with the description of the law of 
Puyŏ, where a severe punishment for woman’s jealousy 妬忌罪 could have been given as an 
example to contemplate the principle of 七出之惡. It is also quite probable that the fragment 
was not entirely fabricated, but that some serious application of the customary justice has been 
reconstructed to fulfill its educational purpose.
Other fragments glorifying the humble and simple ways of the people, which sometimes 
strongly correlated with what was considered proper by Confucian literati, were stressed and 
idealized. Such might have been the case with the much later text focusing upon the local 
judicial moot:

《新增東國輿地勝覽》卷34 龍安縣: 行鄕爲飮酒禮 邑人春秋辦具爲鄕飮酒禮年八九十者一位 六七十者
一位 五十以下一位 序以齒今人讀書文曰父母不孝者 黜兄弟不和者 黜朋友不信者 黜謗訕朝政者 黜非
毀守令者 黜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規三曰禮俗相成四曰患難相救恤 凡同鄕之人各盖孝友忠信 感歸于
厚讀訖俱再 拜以行飮射之禮    

Here the Confucian elements are quite visible, but the whole context of what was going on in 
Yong’an county has escaped us in great part due to the Confucian focus, although it might 
have something to do - if not with some original customary practice, than at least - with a 
synergic cultural element imposed by a 鄕約 legislation. Unfortunately, when talking about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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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 Confucian mind did not see any of the marks of judicial culture which might interest either 
contemporary peasant or a modern legal scholar. It could only perceive 禮樂詩書車馬衣服 and 
moral -or not so- human relations. This bias was scrupulously researched by prof. No 
Myŏng-ho19) and if until the times of Koryŏ there might have been some Buddhist text 
distortions alongside Confucian ones, the later worldview became dominant later on.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remember that as far as the epistemologically the facts appear purely 
Confucianism-oriented, the ontological dimension (aka. socio- historical reality) might have been 
more eclectic, virtuous lenses on or off.
Another difficult point to contemplate is the scriptorial one. A perfectly customary practice 
might have been written down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 of the Chinese legal 
terminology, and from now on – is being researched as an example of the impact of Chinese 
culture upon peninsula.
Lastly, numerous local customary legal practices coincidentally included elements of Confucian 
culture and became undistinguishable. So was the case with 祖宗成憲 legislative practice, 
which corresponded with traditionalistic attitude of the legal elders while dealing with the 
formal interpretation of the norms. The other example could be the reciprocal character of the 
punishments both within statutory codes as in customary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precedence.
All those difficulties should not make us want to get rid of the concept of ‘customary law’ all 
together. Such law can still be researched with the broader use of sources, not only of legal 
character, but the likes of 『孤臺日錄』, 『瑣尾錄』, 『墨齋日記』 (when Chosŏn time is 
concerned) and others containing descriptions of the private or local legal practice. We must 
also remember that secondary evidence might be procured by epigraphy, archeological finds 
and the results of comparative research in law and custom.
 
 

3.� Korean� customary� law� from� colonial� perspective

According to Kim Seong-hak the customary law was a concept transplanted on Korean soil by 
the Japanese colonizers, whose purpose was to unify peninsular legal system with Japanese one 

19) 2017, 고려시대 새로운 영역의 연구에서 사료와 개념체계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100호 출간 기념학술회의, 
고전자료의 발굴과 새로운 연구시각, 성균관대학교 공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pp.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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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giving the Koreans the ‘privilege’ of possessing their own Civil Code. The process of 
subverting the research on custom in Korea was not only sufficiently narrated by Kim, but 
also many other scholars (박병호, 윤대성, 이승일, etc). It must be noted that the most 
malicious link in this strategy was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collected folklore material 
by the Japanese judges, who themselves decided what was and what was not a custom 
according to the situation. Other evil came with an attempt to ‘modernize’ that is to centralize 
the legal system previously particular. Therefore, the parallels with the African colonial law 
manipulation was – unfortunately – misplaced, but for the general (‘too general’ one might say) 
statement that the great power wills to exploit the colony by legal manipulation.
T. W. Bennett and T. Vermeulen20) , mention that there was a varied attitude towards the 
colonies, either to engineer a new code entirely (David, La refonte du code civile), or to leave 
things as little changed as possible and exploit the colony through the local rulers, whose 
dynasties themselves had a long tradition of maintaining the binary statutory-customary system 
(Kerr, 1903, The reception and codification of systems of law in Southern Africa)21) . In 
general, European judicial effort was less ‘interventionistic’, as they did not try to unify one 
colony with the metropolis. On the other hand they left us some ideas how the customary law 
should be manipulated, and how it looked like in their time. Some of their descriptions in 
generalities do resemble the customary law of East Asia22). Moreover the Europeans themselves 
came to Korea and recorded some interesting facts about –inter alia - local customary legal 
procedure, to which Kim did not pay enough attention.

He [member of a community] went over under the Ginko tree, and pounded on the gong there, which 
was used for calling together the man of the town. When all were gathered, he brought the question 
before them...‘Let us draw a line around their[local converts] houses’, he said, ‘and have no dealings 
with them whatsoever, treating them as strangers. Let us draw a line around our wells, forbidding them 

20) 1980, Codification of Customary Law, Journal of African Law, Vol. 24, No. 2 (Autumn), pp. 206-219
21) “It may not be advisable to recognize every minor variation, but ‘If you make any drastic change without 

consulting [the councillors or the wise men of the tribes] it would simply be inoperative’, because, if the people 
will not choose to accept [the civil law], that keep out of Court and the law cannot be enforced. On the other 
hand, if the code is too detailed, it tends to introduce too great a rigidity into what is otherwise a flexible 
system.”

22) Hamnett & Holleman (“Issues in African Law” Gluckman p13-15) left us such description: 
    “the Africans are inclined to express themselves communally rather than individualistically; concretely rather than 

abstractly; and thinking is prompted by magico-religious rather than rational consideration”. All of these features 
I find similar to Korean customary law, and at least two of them to the Confucianism-oriented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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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them, and make them carry all their water from the river up the steep rocky bank. Let us 
refuse to join with them in harvesting and weed pulling’. By acclamation the suggestion was adopted. 
(Clark C.A., 1921, First Fruits in Korea, Fleming H. Revell&Co, p. 109

 
Numerous elements of the process appear to be of substantial historicity. Yet, to draw a direct 
transformational (to avoid saying ‘evolutional’) line with the ancient times would be too 
arbitrary. Let us then enjo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f Shim Chae-u 23)on the 멍석말이 

practice. He was basing his study mostly upon the 1775 precedence collection 『審理錄』. Shim 
managed to find enormous data of the execution of the village law aforementioned by Clark, 
some of the cases included the practice of 毁家出鄕. Particular legal system was not only 
tolerated by the state apparatus, it also dealt with offenses otherwise punishable by the codes, 
it did so - as it would seem- contra legem. Moreover, the officials, who prepared『審理錄』, 
recorded the performance of positive law in the duration of over 24 years, yet the number of 
cases reaches but 1112 and their geographical placement is also unequal, or even –more or less 
- limited to 한성부, 황해도 and 경기 provinces. Such differences cannot only exist due to the 
different levels of criminality, as Shim suggested, but also to a dissipated ratio of statute law 
application. Most of the recorded cases deal with criminal law, only 1,2% of the cases deals 
with the abuse of custom, yet the whole legal reality can be deduced ex silentio, or backed up 
by other sources. Two things must be stressed upon here: 1/ big part of legal procedures was 
not recorded in official documentation, the system was therefore a binary one despite the long 
tradition of legal codes compilation (W. Shaw’s “positive law or no law at all” statement does 
not seem to be credible), and 2/ even cases suited and executed under the aegis of customary 
law were in 18 c. imbedded in Confucian ethics, more often than the positive law practice 
which notoriously disregarded the principle of 抑强扶弱.   
Kim does know about all these cases, yet she refuses to recognize them and considers them a 
‘custom’ only. We cannot -after all- find numerous proofs these cases were recognized by the 
state. By doing so she is following the footsteps of C.F. Gluck, a radical legal positivist from 
18 c. Reduction of the customary law to a mere habit of no legal importance does not have a 
long historical tradition, even if the very term ‘customary law’ in vernacular languages also 
appeared relatively late24). In the early medieval times numerous terms and taxologies 

23) 심재우, 2002, 네 죄를 고하여라, 산처럼, pp. 236-247
24) It is worth mentioning here that the German legal scholars did divide the concept into Gewohnheit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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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xisted, but the most precise division was drafted by Phillipe de Beaumanoir (c. 1247-96)25) 
, who viewed simple usage, or habit as a regular practice with no normative meaning attached, 
while a legal custom was an informal norm apt for execution. Such understanding is generally 
denied by Anglo-Saxon scholars, even such specialists in Germanic laws as K. Drew26). We 
should –nonetheless - reject it as not diagnostic. To sum up, the taxology brought about by 
David Ibbetson (2007, p156) a researcher of Roman law, who divided the whole body of law 
into three, is more descriptive27). I will suggest yet a better way to prepare even more precise 
term according to objective criteria, hopefully to be used by Korean legal scholars in the 
future.

4.� Terminological� remedy:� deduction� over� induction

In order to define the social phenomenon well, many scholars use inductive method: they 
choose such attribute, which is accommodating within the narrow spectrum of study, and only 
there it is asymptotically approaching the truth.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roper 
definition of ‘customary law’ a various features are being chosen as dominant, but such 
choices depend on the experience of a scholar, scope of his research, his worldview, etc. They 
are therefore subjective and - therefore - do not fulfill the inter-intelligibility criterion for 
science.

(customary law of the land, region), and Rechsgewohnheiten (customary law of some particular place). It means 
that until 18 c. the ancient segmentary structure of customary law was still in existence.

25) “The difference between custom and usage is that, while all customs are to be observed, there are usages such 
that if anyone wished to deny them and carry his claim to judgment they would become invalid”

26) 1996, The Burgundian Code, Uni. of Pennsylvania Press, p.3: “Customary law develops as the result of a mode 
of life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rather than as the result of a single legislative act ... The very fact that 
customary law has been built up as the result of a long process of development means that it is accepted as a 
standard of judgment because it has received the time-honored acceptance of the people and as such should be 
strictly obeyed as any law decreed by an absolute ruler. Customary law (mos) is a body of moral practices 
established by the immemorial customs of a people and having a binding moral force rather than the arbitrarily 
enforced power of a statutory law (lex), which is a body of specific statutes supported by a positive legal 
authority...But even though mos is the broader and vaguer term, it is yet more fully obeyed than lex, for it has 
moral force enhanced by social acceptance...Customary law is usually associated with personality of law- that is, 
the law by which a man should be judged is determined by his person, no matter where he happens to be at a 
given time...The law of the Germans ...was a body of unwritten custom, customs according to which they had 
lived for hundreds of years and which they regarded as personally binding.”

27)� “Custom, consuetudo, had two principal antitheses. First was mos, which we should translate as habit; second  
was lex, which here means legislation. Both of these pairings were highly complex…habit represented a factual 
regularity while custom was normative…the basis of legislation was the will of the prince, so the basis of 
custom was the will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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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take formal distinction as most adequate, and declare after the medieval scholars a 
customary law – ius non scriptum. Of course, the custom law was in existence even after it 
was written down, but the key element here is the importance of oral transition of the rules, 
which was in most cases, an important formula of the procedure.
Other, like 한용근, point to the religio-magical character of such a law. Choosing this attribute 
would be laugh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crutinized societies as too obvious, it is 
only not so for us, who are deformed by the Scottish Enlightenment philosophical tradition. 
Many point to the personal character of the custom law, and however inductively selected it 
might be – it approaches the truth in Korean case. 

《高麗史》 第84卷 志 38 刑法一 殺傷 靖宗四年五月: 東界兵馬使報 威雞州住女眞仇屯 高刀化二人 
與其都領 將軍開老 爭財 乘開老醉 敺殺之 侍中徐訥等議曰 女眞 雖是異類 然旣歸化 名載版籍 與編
氓同 固當遵率邦憲 今因爭財 敺殺其長 罪不可原 請論如法 內史侍郞黃周亮等議曰此輩雖歸化 爲我藩
蘺 然人面獸心 不識事理 不慣風敎 不可加刑 且律文云 諸化外人 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況其隣
里老長 已依本俗法, 出犯人二家財物 輸開老家 以贖其罪 何更論斷 王從周亮等議

Such personal, not territorial, character of the law, is linked with its local origins of the 
norms. The particularity and decentralized status of law shaped the landscape of the state, ius 
often found itself in opposition to the downward directed statutory or common laws as in the 
situation above. Other inductively selected featured could include in integrum restitutio approach 
to reality, which in Korea was declared an aftermath of 死生觀/戒世思想 by professor 李鍾
恒.28) The result of such approach is to be found in reciprocal interpersonal relations and 
retribution-restitution duality. All of the above features distinguish a custom law from any other 
form of law, but with every new attribute found – the whole terminological and taxonomic 
work will have to be done anew. It is methodologically more correct to in spe define the 
most basic attributes of the meta-system and then place the subsystem as an element of a 
bigger whole, ergo: to use a deductive method. In such a way even the forms of normativity 
which we did not predict could be unexpectedly discovered, and after verification in the 
sources, could be placed within an exemplar.

In Polish School of Social Cybernetics it was suggested that the elementary attributes of a 

28) 1979, 한국사상대계 3, 정치법제사상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4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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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e meta-system are: the source of a norm, and the existence of legitimate sanction. 
Thus, the following figure was prepared:

source of norms→
legitimized sanction↓

heteronomous norms autonomous norms

+ positive law (statute/common law) customary law

_ authoritative ethics particular/personal ethics

 The closer look into the table might provoke new questions, ex: where would be a boundary 
of a sanction? It is safe to say that if there is any other punishment or even moral 
condemnation, or a form of some sort of ostracism (even if not in a Greek sense of 
ostrakophoria), as far as it is far from tacit, but instead declared via some sort of procedure, 
which can confirm a community or a state or an opinio doctoris as the agency of 
legitimization, we are talking about law. Within such a system not formally sanctioned habits 
could be placed either in the left or right lower quadrant, but 국풍, or 토속 (but not those 
according to Kim’s nomenclature), should be placed in the later one, unless they were 
universally practiced throughout the kingdom.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rules of 
Confucian legal codes, if there is no applicable sanction attached to them, might have to be 
placed in the lower left quadrant, even if they are a part of a legal document. A numerous 
norms not necessarily considered legal customs might be placed in the right upper quadrant, a 
change of qualitas peronae or marital status or the status of belongings must be put here, 
because not recognizing such status transformation by someone will lead to legitimate suit and 
punishment. Some sanctions although legitimized will therefore have to possess in potentio, not 
in actu character. Where, then, would we place a norm which were implemented by one 사족? 
It depends if we could objectively deduce where his loyalties lied, by – for example – looking 
into the behavioral pattern of the villagers he was legally dealing with. 

Any other inductively discovered attributes of any of the aforementioned sub-systems would 
therefore be irrelevant in the creation of a new normative terminology. All possible features 
already fit within the above deductive exemp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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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s

A denial of the existence of customary law by Kim Seong-hak would leave us with the image of 
Korean law as nearly completely subservient to Chinese statutory culture, but for the rigidity of 
its class system in some periods, its (at least pre-modern) original family model, and few other 
features. It is therefore recommended not to eliminate the concept of ‘customary law’, especially if 
it is done illegitimately from the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If Kim’s approach was to be 
accepted the study on earlier forms of legislature would not have any sense, what law could we 
have without the statal power to recognize it? Moreover if we reject the western ramification and 
taxologies as too self-centered, we should also stop to call the Confucian system a ‘law’, but 
instead call it li and fa, and cease to use any legal term of Western origin. 

Numerous mistakes were made due to the overuse of the pars pro toto type of arguments: 
Kim was mainly focusing upon the late Chosŏn and Japanese occupation periods, and she was 
mostly dealing with what we call a ‘civil law’. Unfortunately, due to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he considers any earlier scrutiny on customary law unnecessary, after all it was 
superficially created by German scholars (only the vernacular term was!), no matter what the 
historical materials of the region say. There is also other mistake within the Kim’s – otherwise 
excellent - research pieces. She presented an evolutionary view of the particularistic, 
decentralized form of law which naturally changed into a Civil Code system: a process which 
in Europe apparently took few centuries, in Korea the change was more abrupt. Unfortunately, 
there is no natural change here, as the old world of European coutumiers was maliciously 
destroyed in French revolution. It was in Korea, where the process of eliminating the 
customary laws was gradual,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the process of the state 
monopolization of law ended with the 새마을운동. This transformation was intertwined with the 
changing impact of Confucian philosophy upon the elites and lower strata of society throughout 
the ages, but it was never a Whig historiography’s ‘straight progress towards the better future’. 
For a historian, an ability to read the doctrinal text in such a way, as to rediscover the binary 
system of law on the peninsula and bring it to light while separating the distinct cultural 
impact from outside and from within might be painstaking. I can only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in the further research process. Using a wide variety of sources, a longe durée 
approach and a deduction modeling in determining a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will 
hopefully bring more noticea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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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관한 정의문제 및 유교사상 : 

김성학 교수의 한국관습법부정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야쿱 타일러

1.� 서론

수년간 최종고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1)는 한국 법률사에서 외국어로 쓰인 과학적 논문이 너무

도 부족함을 언급해 왔다. 그 시대 이후 이 유감스러운 형국은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이 서

지상 불모지의 지도에서 극히 드문 괜찮은 부분은 김성학의 연구 성과이다. 김성학의 연구의 주된 

초점은 조선 후기와 식민지 시대, 특히 한반도에서 민법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

기이다. 김성학의 논문 중 세 편이 내 관심을 끌었고,2) 그 논문의 결론은 관습법 연구자인 나를 대

단히 놀라게 했다. 김성학 교수는 한국의 관습법은 단지 일본인 점령자들이 한국의 법체계를 일본

의 민법과 통합하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학은 ‘관습법’이라는 용어 자체

에 문제가 있으며, 유교사회인 한국의 맥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평이한 진술은 내가 김성학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동시에 

내가 한국 관습법의 성격,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관습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교 철학의 지지 하에

서 동아시아에서 발달하여 온 적법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법의 발달에 관한 논문의 초안

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했다. 김성학의 오해를 일으킨 주된 문제점은 -내가 보기에는- 현대 서구 학

1)� Choi Chongho, 2005, Law and Justic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Hahm Pyong-Choon, 1987, The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Law, Royal Asiatic Society Korean Branch, Seoul

2)� Marie Seong-Hak Kim, 2007, Law and Custom under the Chosŏn Dynasty and Colonial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6, No. 4 (Nov.)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p. 1067-1097; 
2009, Customary Law and Colonial Jurisprudence in Korea,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57, 
No. 1 (Winter),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5-247; 2012, Law and Custom in Korea, Comparative Leg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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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종종 주목받지 못하지만 불쑥 튀어나오곤 하는 혼란스러운 전문용어, 분류학, 그리고 철학

적 역설에 있다. 그럼 위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관습법’이란 용어의 사용은 과거에서나 지금이나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법의 기반은, 바르톨루

스(Bartolus,1313-57)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3), 법률하에 있는 집단

(causa proxima, 근인(近因))의 묵인과, 많은 자료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이 법을 “법률적 초(超)

기억시대”부터 오랫동안 사용(causa remota, 원인(原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 시행된 법

의 전체적인 구조는, 성문법 또는 실정법, 그리고 관습법이라는 두 개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영국 

왕 헨리 6세 시대의 연감(1367-1413; YB p.7, Hen. VI f.31 pl27, at f.33)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Et sont ii maners de prescriptions: sc. Un qe va per my le Royaum, et, c’est proprement Ley: 

un autre qu tiel Pais, ou tiel Ville, Cite, ou Burgh ad eu de temps4)

당시의 법은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었기에, “금지”라는 단어는 ‘왕권에 의한 금지’가 아닌 

신에 의해 창조된 규범 체제를 의미할 뿐이었다. 이처럼 사회 내에서 발달하고 신에 의해 부과되는 

법의 이중성은, W. 울만(W. Ullmann)의 상승하고 하강하는 힘의 개념5)을 반영하며, 최근까지 거

의 모든 곳에서 일반적인 법의 특징이었으나, 모든 면에서 국가의 입법에 지배되고 간섭받는 우리

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지도 모른다. 김성학은 관습법(김성학은 ‘관습’이라고 칭함)에 대해 이해하고

자 또 다른 필요 요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 권력에 의한 승인이다.6) 김성학에 따

3) Ibbetson David, 2007, Custom in Medieval Law, in: A.Perreau-Saussine, J.B.Murphy (ed.), The Nature of 
Customary Law, Cambridge Uni. Press, p156

4) Op.cit, p.166 

5)� Ullmann W., 1966, Principles of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Middle Ages, Methuen, London, p.280-7
6) (2012, p.8) “Asserting the existence of custom in pre-modern Korea as a spontaneous legal order is the result of 

misplaced emphasis, largely propelled by a nationalistic paradigm. It amounts to postulating indigenous law in 
order to show that it was distinct from the formal legal regimes imported either from China during the dynastic 
period or from the West under Japanese rule. An essential problem with this view is that it disregards the 
question of power in the development of law. By treating law as independent of the state power, one risks 
explaining the evolution of Korean law in dissociation from political circumstance.” (p.299) “ controlling the 
customs was part of the state’s enlarging legislative power”.

   (2012, p.298) “Custom supposedly meant the tradition of a primordial Korea that had existed before the coming 
of the Japanese who wielded Westernized law as a symbol of their supposed superiority. The “myth” of 
customary law bolstered in Korean historiography by an effort to safeguard the identity of indigenous legal culture 
in the dynastic period from the stifling influence of colonial law. The image of beneficent kings respecting 
customs and making laws on the basis of popular wishes seemed to present a vivid contrast to the authoritarian 
colonial rule. This view, however, is difficult to sustain. It may be enticing for scholars to regard tradi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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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법은 상황 윤리나 당시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엘리트의 실용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고, 

피상적으로 만들어진 ‘소위 전통’에 의해 추후에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접근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법은 국가의 존재를 앞서며, 압제적인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과거의 냉

소적인 권력주의 엘리트들의 관점은 그저 시대착오적이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법은 1/권력층

이 지배하는 공공 소송(아테네인들은 이를 책(graphai)이라고 불렀다.7))이었는데, 이후 “하려는 이

는 누구든지”(gr. ho boulomenos)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법적 분할 구조 내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사건 중재를 독점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지위의 싹을 틔우게 되었다. 그때조차도 살인 사

건을 포함한 사적인 소송(gr. dikai)과 사적 법률 이행이 지배적이었고, 이후 오랜 세기 동안 그러

하였다.

김성학이 확인한 것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성학이 추정한 것과 이에 따른 그녀 연구의 

철학적 배경을, 우리가 얼마나 추정적인 결론을 찾아낼지는 모르나 세밀히 조사해야만 한다. 김성

학은 에릭 홉스본(Eric Hobsbawn8))의 말을 인용하는데, 홉스본은 엘리트가 ‘전통’을 즉석에서 창조

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며, 인류의 전통이 혹시라도 가졌을 역사적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였

다. 홉스본의 연구는 서구 학계의 수많은 문화적 상대주의자의 기반인데, 요즈음 서구 학계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보다는 마르쿠스 주의자9)가 문화적으로 근본적인 척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나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pars pro toto)를 논증하는 것의 사례이다. 

김성학은 또한 한국 문화의 비법률적 성격을 시사하며, 소위 함(Hahm)의 논문(역주: 함병춘의 ‘한

국법문화론’)을 옹호하는 윌리엄 쇼(William Shaw)10)를 자주 인용한다. 쇼에 따르면, 사회 내에 수

많은 법률 전문가가 없다면 관습법 체계는 생겨날 수 없다. 그러나 법을 만든 것은 법학 박사의 의

견(opinio iuris doctoris)이 아니라 원로들과 법률 암송자들이 기억하는 관례이다. 김성학은 또한 

고든 우드먼(Gordon Woodman)11)의 논문을 옹호하는데, 우드먼은 법 역사에 있어서 사회인류학적 

and legal principles as having emanated from popular culture or living law. But to argue that East Asia was 
governed by consensual law, outside the grip of the state of penal codes, is distant from historical truth.”

7) Lanni A., 2017, Collective Sanctions in Classical Athens, in D.P. Kehoe, T.A.J. McGinn (ed.), Ancient Law, 
Ancient Society, Uni. Of Michigan Press, p.13

8)� &Terence Ranger,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 Kim herself rejects the attachment to 
exorbitant cultural relativism.

9) Marcuse H., 1969, Repressive Tolerance, Beacon Press, Boston�
10) 1980, Traditional Korean Law and Its Relation to China, J.A.Cohen et co. (ed.), Esseys on China’s Legal 

Traditions,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NY
11) 1983, How State Courts Create Customary Law in Ghana and Nigeria, H.ㄴW. Finkler ed., Papers of the 

Symposia of Folk Law and Legal Pluralism, Indian and Northern Affairs, Ott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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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과 법률적 접근법이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언어론적 회전

(linguistic turn) 역사 기록학이 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

하며 다른 분야에서는 장려하는 이 접근법은, (존재론적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비논리적이며, 따라서 거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법적 접근은 역사적 자료에 대

한 편파적인 세밀한 조사에 불과한 것이 되며, 단지 법전 만이 유효하다는 신념의 제한을 받게 된

다. 이러한 접근법은 총체적이지 못하므로 비역사적이다.

김성학의 논문에서는 또한 존 오스틴(John Austin, 1790-1859)12)과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1870-1964)13)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이 둘은 법규와 도덕 사이의 어떤 연결 고리도 거부

하는 법학의 실증주의 학파를 대표한다. 나는 유교지향적 법률 체계의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철학

보다 더 형편없는 추정은 없다고 본다. 김성학의 접근법은 상기한 사상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데, 왕권이 프랑스 관습법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김성학의 연구 경험이 관습법의 개념을 재정

의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듯 보인다. 이 오인은 로버트 제이콥(Robert Jacob)14)의 영향을 받은 결과

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관습법을 집대성한 초기 중세 역사(예: 샤를마뉴(Charlemagne)의 법 집

대성)를 완전히 누락하고 그 본질을 오해하게 한다. 이는 또한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pars pro 

toto)’로 접근법의 최악의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절대주의 체제의 부상과 법적 인본주의자 사이의 

연결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법적 관례의 역사가 아니라 정치 이론 철학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유럽과 동아시아의 명백히 전적으로 개념적인 ‘관습법’의 몇몇 요소에서 공동체적 특

성이 -실제로- 존재했다 해도, 이 지역의 법의 보편적 원리 -명백히 점진적인 발달인- 는, 당연시되

어서는 안된다.

2.� 한국의 중국 법 수용과 관습법

수세기 동안 중국의 문화적 영향 하에 있던 영역은 가혹하고 엄격한 국가의 폭정의 지배를 받았

다는 관점이 우세한 듯하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학자들은 유교적 군주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는 

12) 1832, 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V, R.Campbell
13) 1959, Jurisprudence,, West Publishing Co., St. Paul, Minn
14) 2001, La Coutume, les mours et le rite, J. Bourgon, La Coutume et la norme en Chine et au Japon, Presses 

universitaires de Vincennes, St.-Denis; 2001a, Les Coutumiers du XIIIe siecle ont-ils connu la coutume?, 
M.Mousnier ed., La Coutume au village dans Europe  medievale et moderne, Press universitaires du Mirail, 
Toul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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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관습법뿐 아니라 사적인 법 집행의 어떤 흔적이나, 어떤 인간적 활동의 증거도 찾을 수 없

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지, 이후 모든 중국 법전의 기원이 되는 

자료를 보도록 하겠다.

《唐律疏議》第48條 名例48 化外人相犯: 律文 諸化外人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異類相犯者 異法律論 

疏議曰 化外人 謂蕃夷之國 別立君長者 各有風俗 制法不同 其有同類自相犯者 須問本國之制 依其俗法斷之 

異類相犯者 若高麗之與百濟相犯之類 昆以國法律 論定刑名 

지문에서 우선 눈에 띄는 요소는 성문법이 아닌 개념인 本俗法(본속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의 

실행은, 특정 상황에서는, 법규 그 자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온 이민자들의 출신지

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이들이 자신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피지배자에 대한 국가

의 전제적 지배의 이미지는 부서진다. 출신지의 법과 관습이 한국의 오래된 실정법을 포함할 수 있

었을까? 몇몇 경우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唐律疏議》(당률소의)가 집대성된 시대(624년)에 

많은 한반도 성문법 전문가들이 중국 영토에 살고 있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그게 사실

이라 하더라도, 초기 한국 법전은 지배적인 법적 실체의 원래의 관습법의 요소를 포함했고, 지역적 

법적 강제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을 보장하였고, 이는 특히 중국의 모형과 중복되는 경우

에 그러하였다.

유추하여 볼 때, 본래 중세 왕국에 살며 뚜렷한 법적 정체성을 갖는 집단들이 유사한 -특정하며 

지역적인- 법적 집행을 따르지 않는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법규의 내용이 바로 이를 결정한다. 

법규는 대다수의 형사 및 행정 법안과 유교에 기반한 얼마간의 일반적인 윤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날 민사 사건이라 부를 것들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국민간의 언쟁을 다룰 만큼 빈번하지는 않다. 법전의 대상 독자는 보통의 법률 이용자가 

아니라, 국가 기구의 구성원이다. 決罰不如法 律文 諸決法不如法者 笞三十...을 명시한 第481條 斷

獄 14 부분은 법령을 넘어선 사용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관료의 부적절한 법령 적용, 즉 

재량권 남용을 의미한다. 

김성학의 연구에서 本俗法(본속법)이라는 용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김성학은 과거 수많은 

사학자가 ‘애국적’ 추론으로 인해 한국 입법의 독창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올바르

게 주목하지만, 본속법(本俗法)이 역사적 용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차용된 법과 본래의 법 

사이의 차이점은 관습법 자체와는 관련이 적은데, 이는 성문법과 관습법 모두 새로운 선례가 수립

되면서 변화하였고, 이들 변화에 투입된 것 중 하나는 외부, 주로 중국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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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라인하르트(W. Reinhard)와 한국의 전재경15)이 주목하였듯이, 우리는 많은 사례 중 다수의 관

습법의 영속성을 볼 수 있고, 이는 개별적으로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며, 당연시되거나, 현대의 국

가주의적, 식민지적, 또는 민주주의적 위조물이라고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여, 관습법조차 

국가의 규범적 변화로 인해 변화해 왔고, 이를 살아있는 화석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단지 

이 과정이 성문법의 경우에서 보다는 작은 규모로 일어났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규범적 변화는 사회 

내 더 낮은 계층에 대한 한국 엘리트의 의도적이고 또한 비의도적인 영향에 의해 제정되었다. 엘리

트 자신도 -더욱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전환할 방향인 유교적 법철학의 영향 하에 있

었다.

다수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법은 예(li)의 원칙에 종속되는 역할을 한다(예주법종, 禮主法從). 법

은 단지 윤리의 소산으로, 그 자체 내에 강한 목적론적 요소를 새겨 넣고 있는데, 이는 즉 완벽히 

위계적인 구조 내의 조화로운 공존(安民, 안민)이다. 시가 슈조16)가 표현하였듯이, “중국 황실의 재

판은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대행이었으며 민사 사건에서는 중재였다. 양쪽 모두에서,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판결이란 없었다. 즉, 고정된 규칙이나 절차를 따라 도출되는 결론의 개념은 없

었고, 이는 절대적 진리나 신의 정의의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중국 황실에서 시죄(試罪)와 

같은 마술적 요소가 눈에 띌 만큼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엄격한 형식주의적 절차의 규칙도 

없었다는 것은, 판사가 객관적 진실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조

화를 실현하기 위한 천상의 권한을 갖는 전능하고 자비로운 통치 체제의 대표자였다는 사실로 설

명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적 삶에서 분쟁의 해결은 전적으로도, 심지어 대

체적으로도 정부의 법 집행에 달려있지 않았다… 일종의 법(즉 중재, 사회적 제재, 심지어는 폭력

적인 사적 제재)이 씨족, 마을, 조합 등의 국민 자치 조직에 의해 비공식적 방식으로 집행되었고, 

심지어는 단지 이웃 간에나 길 위의 궁금해하는 무리에 의해 더욱 비공식적 방법으로 집행되었으

며, 이는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는 시간을 소모하고 비용이 드는 공식적 소송 보다 훨씬 더 효과적

이었다”는 것을 인지한다. 또한, 토마스 B. 스테판스(Thomas B. Stephens)17)는 “[유교의] 징계 체계

의 특징은, 이 체계를 적용하는 정치적 통치자 또는 최고 계급의 권위자가 하급자들의 다툼에 자신

을 가능한 연관 시키지 않는 것이다. 하위 계급에 있는 이들과 일반인의 뚜렷한 의무는 전혀 다툼

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만일 다툼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 간에 해결해야 하고, 어떤 

15) 전재경, 1995,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 웅진출판
16) 1967, Some Remark on the Judicial System in China: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pp. 46-51
17)� 1992, Order and Discipline in China: The Shanghai Mixed Court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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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더라도 다툼으로 인해 지배자나 정부 관리를 성가시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일 성가시

게 한다면, 모진 꼴을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하며, 특히 관리에게 이를 알려 성가시게 만든 고소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이런 사례가 19세기 한국의 자료에서도 쉽게 발견된다는 것은 주

목할 만하다.

반면, 최근 중국의 유교적 법률 연구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나타난다.18) 청 왕조 시대 외에는 

많은 새로운 증거가 입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김성학의 서술을 돕는 ‘전체를 대

표하는 일부’ 방식의 논증을 직면하게 된다. 김성학은 제한된 기간의 사건을 보여주며 성문법의 관

행 사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김성학이 성문법 제정의 오랜 역사와, 民俗護送(민속호송), 立案(입

안), 그리고 受敎輯錄(역주: 수교집록. 1698년(숙종 24)에 왕명을 받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

교, 조례 등을 모아 편찬한 법전)의 존재는 국가가 법을 독점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면, 이는 단지 용어적 운용, 그리고 식민 지배자의 창조물로써 ‘관습법’의 배제를 통해서만 가능하

다. 

한국 법 연구에 있어서 규범적 관습에 대한 연구가 종종 제외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유

교주의를 강하게 선호하는 역사 기록학에 의해 적합한 내용이 걸러진다는 사실 때문에, 규범적 관

습은 그 출처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한국의 법 문화는 유교주의적 과거의 흔

적을 보인다. 범인의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 특히 강조되고, 명예 훼손 및 수치심의 개념과 연관된 

것이 수도 없으며, 사법 절차의 결과는 공공의 조화를 유지하는 도구로 이해되고, 이에 따라 그 결

과는 종종 언론에 의해 확대된 대중의 분노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사람들 간의 거래 관계에서 중

재가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한국 관습법의 연구자가 직면한 몇 가지 어

려움을 언급하겠다. 이는 김성학의 과장된 주장을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다.

한국 법의 가장 초기의 기술 중 하나인 범금팔조(犯禁八條)는 중국의 연대기에서 유래하며, 이전 

세대의 많은 사학자는 이미 그 편찬자들의 유교적 근간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수광(李睟光)은 8조 중 왜 3개 만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해독하려 노력하는 중에, 남아있는 5개의 

법령은 다름아닌 5가지의 유교의 대인관계의 원칙인 오륜(五倫)이라는 것이 당대인들에게는 명백했

18)� Philip C.C. Huang 1996, Civil Justice in China: Representation and Practice in the Qing, p. 76: “The Qing state 
put a face on its legal system that has prompted two misimpressions: first, that the system dealt hardly at all 
with civil matters; and second, that when magistrates did deal with those matters, they mostly did so either as 
arbitrary administrators or as compromise-working mediators, not as judges adjudicating according to codifi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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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문제는 소위 유교 역사철학의 포폄(baobian, 褒貶) 주의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공식 연대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윤리의 안내 책자로 여겨져야 했다. 이것

이 부여 법을 기술할 때 여성의 질투에 대한 가혹한 처벌(투기죄, 妬忌罪)이 칠출지악(七出之惡)의 

원칙을 숙고하는 사례로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부분이 전적으로 날조된 

것은 아니지만, 계도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관습적 정의를 일부 심하게 적용하여 재구성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보통 사람들의 겸허하고 소박한 방식을 미화하는 다른 부분들은 종종 유교 지식인

들이 적절하다고 여긴 것과 큰 관련이 있으며, 강조되고 이상화되었다. 이는 지방의 사법 원로에 

초점을 맞춘 한참 후의 텍스트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34 龍安縣: 行鄕爲飮酒禮 邑人春秋辦具爲鄕飮酒禮年八九十者一位 六七十者一

位 五十以下一位 序以齒今人讀書文曰父母不孝者 黜兄弟不和者 黜朋友不信者 黜謗訕朝政者 黜非毀守令者 

黜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規三曰禮俗相成四曰患難相救恤 凡同鄕之人各盖孝友忠信 感歸于厚讀訖俱再 拜以

行飮射之禮    

여기서 유교적 요소는 상당히 뚜렷이 나타나지만, 융안(Yong’an) 시에서 일어난 일의 전체적 맥

락은, 비록 향약(鄕約)의 제정으로 부과된 문화적 요소와 관련이 있을 수도 -근원적인 관습 이행과

는 관련이 없어도 최소한은- 있으나, 유교적 초점으로 인해 대부분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다. 유감

스럽게도, 국풍(國風)에 관해 논할 때, 유교주의자의 마음은 당대의 농부나 현대의 법학자에게도 흥

미로울 만한 법 문화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는 단지 예락시서차마의복(禮樂詩書車馬衣服)과 도

덕적-또는 비도덕적-인 인간관계를 인지할 수 있었다. 노명호19) 교수는 이러한 편향성을 세심히 연

구하였고, 고려 시대까지 유교적 텍스트 왜곡과 함께 불교적 텍스트 왜곡이 있었다면, 유교의 세계

관이 이후에는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들이 인식론적으로 순전히 유교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역사적 현실’로 알려진) 존재론적 차원은 도덕적 렌즈를 끼고 보건 아니건 

간에 더욱 절충적이었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숙고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록에 대한 것이다. 완벽한 관행은 중국 법 전문 용어

의 지식에 따라 기록되었을 수 있으며, 여기서부터 한반도에 대한 중국 문화의 영향 사례로서 연구

된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지방의 법적 관행은 우연히 유교 문화의 요소를 포함하였고, 구별하기 어려

19) 2017, 고려시대 새로운 영역의 연구에서 사료와 개념체계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100호 출간 기념학술회의, 
고전자료의 발굴과 새로운 연구시각,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pp.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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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졌다. 조종성헌(祖宗成憲)의 입법 실행에서도 이러하였으며, 이는 규범의 공식적 해석을 다루는 

동시에 법률 원로의 전통주의적 태도에 부합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법 조항과 관습 체계 모두에서 

처벌의 상호적 성격, 그리고 선례의 중요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로 인해 우리가 ‘관습법’의 개념을 배제하고 싶어져서는 안된다. 그런 법은 자

료를 더 폭넓게 연구하여야 하는데, 법적 자료뿐만 아니라 『孤臺日錄(고대일록)』, 『瑣尾錄(쇄미

록)』, 『墨齋日記(묵재일기)』(조선 시대가 관련된 경우) 와 비슷한 것들, 그리고 사적 또는 지방

의 법적 관행을 기술한 것을 포함한 자료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차적 증거가 금석학, 고고학적 

발견물, 그리고 법과 관습의 비교 연구의 결과에서도 얻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3.� 식민지적 관점에서의 한국 관습법

김성학에 따르면, 관습법은 일본 식민자에 의해 한국에 이식된 개념으로, 이 식민자들의 목적은 

한국인들이 자신만의 민법을 보유하는 ‘특권’을 주지 않고 한반도의 법률 체계와 일본의 법률 체계

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관습에 관한 연구를 뒤엎는 과정은 김성학뿐 아니라 박병호, 윤대성, 

이승일 등과 같은 많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서술되었다. 이 전략에 있어서 최고의 악성 

링크는 일본인 판사들이 수집된 민속자료를 모호하게 해석한 것임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들은 상황

에 따라 무엇이 관습이고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 다른 해악은 ‘근대화’ 시도에서 유래하

였는데, 이는 이전에는 특정했던 법률 체계를 중앙집권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식민지 

법 조작과 유사하게 취급했던 것은, 열강은 식민지를 법적 조작을 통해 착취하려 한다는 일반적인

(‘너무 일반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서술을 제외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것이었다.

T. W. 베넷(T. W. Bennett)과 T. 베르묄렌(T. Vermeulen)20)은 식민지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존

재함을 언급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설계하는 것일 수도 있고(David, La refonte du 

code civile), 또는 가능한 변화하지 않은 채 두고 식민지를 지방 통치자를 통해 착취하는 것일 수

도 있다. 이때 지방 통치자의 왕조 자체는 성문법 체계와 관습법 체계의 두 부분을 오랫동안 유지

한 전통을 갖고 있다(Kerr, 1903, The reception and codification of systems of law in Southern 

Africa).21) 일반적으로, 유럽의 사법적 관행은 덜 ‘간섭주의적’인데, 이는 유럽은 한 식민지를 주요 

20) 1980, Codification of Customary Law, Journal of African Law, Vol. 24, No. 2 (Autumn), pp. 206-219
21)� “It may not be advisable to recognize every minor variation, but ‘If you make any drastic change without 

consulting [the councillors or the wise men of the tribes] it would simply be inoperative’, because, i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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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통합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럽은 어떻게 관습법이 조작되어야 하는지, 그리

고 이것이 그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남겼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몇몇 서술은 동아

시아의 관습법과 유사하다.22) 게다가 유럽인 본인들은 한국에 와서 김성학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

지 않았던 지방의 관습법 절차에 대한 그중에서도 몇몇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공동체의 구성원]는 은행나무 아래로 가서 그곳에 있는 징을 울렸는데, 이는 마을 대표를 부르는데 

사용되는 것이었다. 모두 모였을 때, 그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사람들[지역의 개종자]의 집 주변에 선

을 그읍시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르는 이 취급하면서 무슨 거래이든지 하지 맙시다. 우

리 우물 주위에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 하고, 물을 가파른 바위 둑 위에 있는 강에서 길

어 오게 합시다. 추수와 잡초 뽑을 때도 같이 일하는 걸 거부합시다.’ 환호와 함께 이 제안은 채택되었

다. (Clark C.A., 1921, First Fruits in Korea, Fleming H. Revell&Co, p. 109

 

절차의 많은 부분이 상당한 역사성을 가진 듯 보인다. 그러나, 고대에서부터 직접적 변형된(‘진화

적’이라는 말을 피하고자)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임의적이다. 그러면 멍석말이 관례에 대한 심재

우의 연구결과를보 도록하겠다. 심재우23)의 연구는 대개 1775년의 판례집인 『審理錄(심리록)』에 

기반한다. 심재우는 클라크가 앞서 언급한 마을 법의 관례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

고, 몇몇 사례는 훼가출향(毁家出鄕)의 관례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정 법체계는 국가 기구의 용인 

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칙에 의해 처벌가능한 범죄들도 다루었으며, 법률에 반하여 처벌

하기도 했다. 게다가, 『審理錄(심리록)』을 준비한 관리들은 24년이라는 기간의 실정법 관례를 기

록하였으나, 사례의 수는 1112건에 불과하며, 지역적 배치 또한 동등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다소간 

한성부, 황해도,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다. 심재우가 시사하듯이, 이러한 차이점은 범행의 정도의 차

이 때문만이 아니라, 성문법 적용이 사라지는 비율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 기록된 사례 대부분은 

형법을 다루는데, 사례 중 단지 1,2% 만이 관습의 오용을 다루고 있으나, 전체적인 법적 현실은 반

증이 없는 것으로 추론되거나, 다른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여기서 2가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will not choose to accept [the civil law], that keep out of Court and the law cannot be enforced. On the other 
hand, if the code is too detailed, it tends to introduce too great a rigidity into what is otherwise a flexible 
system.”

22) Hamnett & Holleman (“Issues in African Law” Gluckman p13-15) left us such description: 
   “the Africans are inclined to express themselves communally rather than individualistically; concretely 

rather than abstractly; and thinking is prompted by magico-religious rather than rational consideration”. 
All of these features I find similar to Korean customary law, and at least two of them to the 
Confucianism-oriented statutes.

23) 심재우, 2002, 네 죄를 고하여라, 산처럼, pp. 23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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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절차의 큰 부분이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법전을 편찬하는 오랜 전통에

도 불구하고 법체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W. 쇼의 “실정법이거나 아예 법이 없다”는 진

술은 신뢰할 만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2/ 관습법의 주도하에 소송하고 시행된 사례들조차, 억

강부약(抑强扶弱)의 원칙을 악명높게도 무시한 실정법 관례보다는 유교 윤리가 고착된 18세기의 일

이었다.

김성학은 이들 사례를 모두 알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단지 ‘관습’으로만 간주한다. 

우리는 -결국- 이들 사례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김성학은 

18세기의 급진적 법률 실증주의자인 C.F. 글루크(C.F. Gluck)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토착어로 

‘관습법’이라는 용어 자체도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관습법을 법적 중요성이 없는 단

지 습관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오랜 역사적 전통이 아니다.24) 중세 초기에는 많은 용어와 분류학이 

공존하였으나, 가장 정확한 구분은 필리프 드 보마누아르(Phillipe de Beaumanoir, c. 1247-96)25)가 

처음 시도했고, 그는 단순한 사용이나 습관을 규범적 의미가 없는 일상적 관례로 보는 반면, 법적 

관습은 시행하기 적합한 비공식적 규범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영미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거

부하는데, K. 드류(K. Drew)26)와 같은 독일 법의 전문가들조차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이를 진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로마법 연구자로 법 전체 체계를 세 

부분으로 구분한 데이비드 이벳슨(David Ibbetson(2007, p156))이 제안한 분류가 더욱 잘 서술한

다.27) 나는 그러나 희망하건대 장래에 한국 법학자들이 사용할, 객관적 기준에 따라 더욱 정확한 

24) It is worth mentioning here that the German legal scholars did divide the concept into Gewohnheitsrecht 
(customary law of the land, region), and Rechsgewohnheiten (customary law of some particular place). It means 
that until 18 c. the ancient segmentary structure of customary law was still in existence.

25)� “The difference between custom and usage is that, while all customs are to be observed, there are usages such 
that if anyone wished to deny them and carry his claim to judgment they would become invalid”

26)� 1996, The Burgundian Code, Uni. of Pennsylvania Press, p.3: “Customary law develops as the result of a mode 
of life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rather than as the result of a single legislative act ... The very fact that 
customary law has been built up as the result of a long process of development means that it is accepted as a 
standard of judgment because it has received the time-honored acceptance of the people and as such should be 
strictly obeyed as any law decreed by an absolute ruler. Customary law (mos) is a body of moral practices 
established by the immemorial customs of a people and having a binding moral force rather than the arbitrarily 
enforced power of a statutory law (lex), which is a body of specific statutes supported by a positive legal 
authority...But even though mos is the broader and vaguer term, it is yet more fully obeyed than lex, for it has 
moral force enhanced by social acceptance...Customary law is usually associated with personality of law- that is, 
the law by which a man should be judged is determined by his person, no matter where he happens to be at a 
given time...The law of the Germans ...was a body of unwritten custom, customs according to which they had 
lived for hundreds of years and which they regarded as personally binding.”

27)� “Custom, consuetudo, had two principal antitheses. First was mos, which we should translate as habit; second  
was lex, which here means legislation. Both of these pairings were highly complex…habit represented a factual 
regularity while custom was normative…the basis of legislation was the will of the prince, so the ba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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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마련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주장하고자 한다. 

4.� 용어상의 해결방안:� 귀납법을 넘어선 연역법

사회현상을 올바로 규정하기 위해, 많은 학자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연구의 좁은 영

역 내에서 부응하는 속성을 선택하며, 귀납적 방법은 거기에서만 점근적으로 진실에 접근한다. 만

일 우리가 ‘관습법’의 적절한 정의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특징이 우세한 것으로 선택되겠지만, 그러

한 선택은 학자의 경험, 그의 연구의 범위, 세계관 등에 좌우된다. 따라서 이들 특징은 주관적이며 

-그래서- 과학의 상호적 이해명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은 공식적 차이를 가장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중세 학자들의 뒤를 이어 관습법은 

불문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관습법은 문서화된 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된 요소는 규

칙이 구전되는 것의 중요성이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절차의 중요한 방식이다.

한용근과 같은 이는 그런 법의 종교마술적 성격에 주목한다. 이 특징을 선택하는 것은 면밀히 조

사된 사회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명백하여 터무니없을 것이나, 스코틀랜드의 계몽 철학 전통으로 변

화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많은 이들은 관습법의 개인적 성격을 지목하며, 얼마나 귀납적으로 선택되었건 간에, 이는 한국

의 사례에서는 진실에 접근한다. 

《高麗史》 第84卷 志 38 刑法一 殺傷 靖宗四年五月: 東界兵馬使報 威雞州住女眞仇屯 高刀化二人 與

其都領 將軍開老 爭財 乘開老醉 敺殺之 侍中徐訥等議曰 女眞 雖是異類 然旣歸化 名載版籍 與編氓同 固

當遵率邦憲 今因爭財 敺殺其長 罪不可原 請論如法 內史侍郞黃周亮等議曰此輩雖歸化 爲我藩蘺 然人面獸

心 不識事理 不慣風敎 不可加刑 且律文云 諸化外人 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況其隣里老長 已依本俗法, 

出犯人二家財物 輸開老家 以贖其罪 何更論斷 王從周亮等議

그와 같은 법의 지역적이 아닌 개인적 특성은 규범의 지역적 근원과 연관된다. 법의 특이성과 분

권화된 상황이 국가의 풍경을 형성하였고, 법은 종종 위의 상황 에서처럼 하강하는 방향의 성문법

이나 관습법에 스스로 대항하곤 한다. 다른 귀납적으로 선택된 특징들은 현실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접근 방식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이종항(李鍾恒)28)이 사생관(死生觀)/계세사

custom was the will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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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戒世思想)의 여파라고 언명한 것이다. 

그러한 접근법의 결과는 상호적 대인 관계와 인과응보의 이원성에서 나타난다. 상기한 모든 특징

은 관습법을 다른 어느 형태의 법과도 구분하며, 새로운 속성을 찾게 한다. 용어학 및 분류학 작업 

전체는 새로 해야 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통합체계의 가장 기본적 속성을 규정하고, 이후에 더 

큰 전체의 한 요소로서 하위체계를 놓는 것, 연역적 방법을 쓰는 것이 더욱 올바르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지 못한 형태의 규범성이 갑자기 발견될 수도 있고, 자료를 확인한 후, 모형 

내에 위치될 수도 있다.

폴란드 사회 인공두뇌학 학교(Polish School of Social Cybernetics)에서는 규범적 통합 체계의 기

초적 속성은 규범의 근원과 입법부의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그림이 마련된다.

규범의 근원->

입법주의 제재↓
타율적 규범 자율적 규범

+ 실정법(성문법/관습법) 관습법

_ 권위적 윤리 특정/개인적 윤리

표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제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

가? 만일 다른 처벌이나 심지어 도덕적 비난, 또는 일종의 배척 행위(그리스에서 행해졌던 도편추

방선거는 아니라고 해도)가 있다면, 이들 행위가 암묵적이지 않고, 대신 공동체, 국가, 전문가의 의

견을 정당화의 대행자로 공식화하는 모종의 절차를 거쳐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이를 법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제재받지 않는 습관은 왼쪽이나 오른쪽 하단의 칸 

안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풍이나 토속은(김성학의 명명법에 따르면 국풍이나 토속이 아닌 것

은 제외하고), 국가 내에서 누구나 행하지 않는 한, 그다음의 칸에 위치해야 한다. 반면, 유교주의

적 법전에 적용가능한 제재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의 일반적 규칙은 법률 서류의 일부라 

하더라도 왼쪽 하단의 칸에 위치해야 한다. 꼭 법적 관습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많은 규범은 오른쪽 

상단 칸에 위치할 수 있는데, 개인적 특질, 결혼 상태, 또는 재산 상태의 변화는 이곳에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와 같은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타당한 소송과 처

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Some sanctions although legitimized will therefore have to 

28) 1979, 한국사상대계 3, 정치법제사상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4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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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 in potentio, not in actu character. 그러므로 몇몇 제재는 정당화되었다 해도 행동(in 

actu)이 아닌 in potentio(행동(in action)의 반대 의미를 가진 말로 추정)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

렇다면, 사족(역주: 원문에서 “사족”으로 칭함. 앞 페이지 한문 지문에 등장하는 관리로 추정됨)이 

시행한 규범은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가? 이는 -예를 들면- 그가 법적으로 상대한 마을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충성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하위체계의 어느 것에 서든지 귀납적으로 발견된 어느 다른 속성도, 새로운 

규범적 전문 용어를 생성하는 데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모든 가능한 특징은 상기한 연역적 모형 

내에 이미 들어맞는다.

5.� 결론

김성학의 관습법 존재 부정은 우리에게 몇몇 시대의 계급 체계의 엄격함, (최소한 전근대의) 가

족 모형, 몇몇 다른 특징을 제외하고는 중국 법에 명시된 문화에 거의 완전히 종속된 한국 법의 이

미지를 남길 것이다. 따라서, 특히 ‘관습법’의 개념이 방법론적 관점에서는 불합리하게 형성된 경우, 

이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만일 김성학의 접근법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입법 기관의 초

기 형태에는 어떤 의미도 없을 것이며, 이를 인정할 공권력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법을 가질 수 있

겠는가? 게다가 우리가 서구의 영향과 분류학을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유교적 

체계를 ‘법’이라고 일컫는 것 역시 중단하고, 대신 li(역주: 예) 와 fa로 일컫고, 서구에서 유래한 어

떤 법률 용어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김성학은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 방식의 주장을 남용한 탓에 많은 실수가 생겼다. 김성학은 주로 

후기 조선과 일본 식민지 시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우리가 ‘민법’이라 일컫는 것을 주로 다루었

다. 유감스럽게도, 철학적 배경 때문에, 김성학은 관습법에 대한 이전의 철저한 검토는 모두 불필요

하다고 여겼고, 지역의 역사적 자료에 뭐라고 쓰여 있건 간에, 이는 어차피 독일 학자들이 피상적

으로 창조한 것(사실 독일은 토착어의 용어만을 만들었음)이었다. 김성학의 -이점을 제외하면 뛰어

난- 연구물에는 다른 실수가 있다. 김성학은 민법 체계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배타적이고 분권화

된 형태의 법에 대해 점진적 관점을 제시했는데, 유럽에서는 이 과정에 수 세기가 소요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더욱 갑작스럽게 변화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는 없는데, 왜냐

하면 오래된 유럽 관습법의 세계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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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습법을 제거하는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나, 몇몇 지역에서 법을 국가가 독점하는 과정은 새마을 

운동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 세기를 통해 유교 철학이 엘리트와 사회의 더 하위 계층에 

갖는 영향력이 변화하는 과정과 뒤얽혔으나, 영국의 휘그(Whig) 당의 역사기록학이 말하는 “더 나

은 미래를 향한 똑바른 진전”은 결코 아니었다.

두 가지 체계를 가진 한반도의 법을 재발견하고 밝혀내는 것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의 뚜렷한 

문화적 영향과 내부로부터의 영향을 구분하면서, 교리적인 텍스트를 그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사학자에게는 힘든 일일 것이다. 나는 단지 이 논문이 추후의 연구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

랄 뿐이다. 전문 용어와 분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장기간의 접근과 

추론 모델링을 하는 것은 바라건대 더욱 뚜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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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뜨거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화 과정에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 이념을 
상대해야 했고,� 이는 현대화와 유교 관계의 다양한 해석을 야기시켰다.� 다수의 관점에서 유교
와 민주주의는 모순된 부분이 많지만 현대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유교가치는 
아시아를 민주화하는 데에 교각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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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S ON DEMOCRACY IN CONFUCIANISM

The debate on democracy within Confucianism has taken place throughout the centuri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it seems that this will remain a hot topic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some East Asian countries have had to deal with their 
Confucian traditions, and this has given rise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is relationship.

First of all, in order to study democracy in Confucianis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Confucianism is usually classified.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classifying 
Confucianism. The sociologist Ambrose King (Jin Yaoji) has drawn a distinction between 
imperial (or institutional) Confucianism and social Confucianism. 

Lin Anwu distinguishes between “lively” Confucianism, imperial Confucianism, and critical 
Confucianism. Sorhoon Tan analyzes democracy in Confucianism from three perspectives of 
approach that is virtuous, ritual–morality and equality. Jiang Qing classifies Confucianism as 
“life” Confucianism or “heart–mind–nature” Confucianism, political Confucianism. Lee 
Ming-huei also points to the existence of a “deep-level” Confucianism which operates not at 
the conscious level but exerts an influence on the mentality, mode of behavior and pattern of 
thinking of the Chinese1).  With this view, imperialist Confucianism or political Confucianism 
is not compatible with liberal democracies.

Samuel P. Huntington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scholars denying the view that 
Confucianism contains democratic values. Huntington views Confucianism as being 
anti-democratic, and Confucian democracy is a contradictory term.2) In other words, Huntington 
regards Confucianism and democracy as two terms that are contradictory. “Almost no scholarly 
disagreement exists regarding the proposition that traditional Confucianism was either 

1) Albert H. Y. Chen, Is Confucianism Compatible With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cy?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2007, vol. 34, no2, pp.198

2)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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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mocratic or antidemocratic…  Classic Chinese Confucianism and its derivatives in Korea, 
Vietnam, Singapore, Taiwan, and (in diluted fashion) Japan emphasized the group over the 
individual, authority over liberty, and responsibilities over rights. Confucian societies lacked 
a tradition of rights against the state; to the extent that individual rights did exist, they 
were created by the state. Harmony and cooperation were preferred over disagreement and 
competition.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respect for hierarchy were central values. The 
conflict of ideas, groups, and parties was viewed as dangerous and illegitimate. Most 
important, Confucianism merged society and the state and provided no legitimacy for 
autonomous social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level.”3) Huntington predicts a “clash of 
civilizations” between Islam and anti-democratic tyrannical Confucianism with a liberal 
democratic West.

The reason why Huntington perceives this is that he thinks the Confucian tradition gives 
priority the group over individual, authority over liberty, and responsibility over right. In 
this way of thinking, some scholars analyze that Confucius overemphasizes responsibility for 
the loss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loyalty that harms freedom; the basic principles 
Confucianism is against the equality. In short, Confucianism is not necessarily compatible 
with democracy4). Similarly, Lucian Pye thinks that Confucian political culture is 
authoritarian and that it is an obstacle to democratization in Asia5). Lucian Pye and Samuel 
Huntington argue that the root of the problem is that the Confucian tradition does not 
develop a kind of political philosophy that supports liberal democracy like that of the West. 
The ideal to rule over a virtuous person rather than rule over the law does not help the 
individual rights. Placing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following the management of the 
family leading to patriarchal behavior, easy slip into authoritarianism6) .

The critique of Confucianism extending from Lu Xun to the Cultural Revolution has 
shown harsh attitudes towards the Confucian heritage.  Chen Duxiu, one of the leaders of 

3) Samuel P. Huntington, "Democracy's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2 (Spring 1991): 24.
4) A.T. Nuyen, “Confucianism, the Idea of Min-pen, and Democracy”,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14, 

2000, pp.136-138
5) Sor-hoon Tan “Confucianism and Democracy” in trong sách “Confucianism in Context- Classic Philosophy and 

Contemporary Issues, East Asia and Beyond”, Edited by Wonsuk Chang and Leah Kalmanson, Suny Press, New 
York, 2010, pp.104

6) Yu-Tzung Chang, Yun-Han Chu, And Frank Tsai. Confucianism and Democratic Values in Three Chinese 
Societies, Issues & Studies, no.4, December 2005, p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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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ulture movement, said that Confucius' ideas and teachings belonged to the feudal 
era, thus morality, norms, modes of living, and polit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Confucian 
thought did not not overcome the privileged status and privilege of a few rulers and nobles 
and it did not bring happy for the majority of people. Many Chinese intellectuals at the 
time believed that the Chinese Confucian legacy hindered the modernization process, 
especially the democratization process7) .

The question is, if we assume that the whole of Confucianism is autocratic Confucianism, 
is this appropriate? The answer is obviously no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s and 
approaches, we will have different attitudes when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democracy. Francis Fukuyama divides Confucian thoughts into two 
categories: political Confucianism and Confucian personal ethics. In fact, Francis Fukuyama's 
classification is inherited from Tu Weiming8). Political Confucianism emphasizes imperial 
and gentry power, which together define a ruling social hierarchy as the upper structure of 
society. In a different perspective, Confucian personal ethics stress family values and a 
system of personal ethics; this is the true essence of Confucian culture. If beyond the 
narrow understanding of politics, it is clear that in Confucian culture there is a democratic 
value. Francis Fukuyama argues that while Confucian values do not exist in Confucianism, 
Confucianism embraces values of elitism, education and tolerance, all of which are in 
harmony with, and even beneficial for modern liberal democracy9).

We must not only consider carefully what Confucianism is, but also what democracy 
should be viewed objectively. There ar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democracy. Democracy 
can only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government is chosen in the narrow 
sense through popular elections. But democracy has such a broader meaning. It is not only 
a model but also a driving force, moreover a value. John Dewey argues that democracy is 
not just a political system for electing and regulating government but also a moral ideal and 
social ideal. Democracy represents a whole and complete community. John Dewey argues 
that cause of democracy is the moral cause of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individual10).

7)� Sor-hoon Tan “Confucianism and Democracy”, pp.103
8)� Tu Wei-ming, Confucian Ethics Today: The Singapore Challenge (Singapore: 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Singapore, 1984), 90. (Trích lại từ bài của Francis Fukuyama, tr. 26).
9) Yu-Tzung Chang, Yun-Han Chu, And Frank Tsai. Confucianism and Democratic Values in Three Chinese 

Societies, Issues & Studies, no.4, December 2005, pp.6
10) Dewey considers democracy “a personal, an individual, way of life.” “The cause of democracy is the mor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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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yama analyzes 3 points of evidence that Confucianism is compatible with 
democracy. First, the traditional Confucian examination system was a meritocratic institution 
with potentially egalitarian implication. In their modern form, however, the examination 
systems implemented in many Confucian societies as gateways into higher-educational 
systems and bureaucracies. The second main area of compatibility is the Confucian emphasis 
on education itself. Although an educated populace is seldom noted as a formal requirement 
of democracy, in practice a society's general level of education has been an important 
underpinning of democratic institutions. Without a high level of literacy, people cannot know 
about and therefore participate in democratic debates; moreover, as indicated above, 
education tends to make people wealthier and more concerned with noneconomic issues such 
as recogni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Finally, like most Asian ethical systems, 
Confucianism is relatively tolerant. In the past, Confucianism has coexisted with other 
religions, notably Buddhism and Christianity; it is arguably better than that of either Islam 
or Christianity11). According to Fukuyama, Tu Weiming argues that the more important 
legacy of traditional Confucianism is not its political teaching, but rather personal ethics that 
regulates attitudes toward family, work, education, and other elements of daily life12). The 
concept of democracy of Fukuyama shows that Confucianism builds a well-ordered society 
from the bottom up rather than the top down, stressing the moral obligations of family life 
as the basic building block of society. Consequ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democracy is much more complex than that of commentators.

In fact, Confucianism and democracy are two independent systems that coexist: Asian 
societies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own path.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practices may 
allow their future decisions to differ from those of other societies. Even at a price that is 
lacking in democracy, societies with a long history of influenced Confucianism are unlikely 
to be better off eradicating its influence. Even Western scholars did not agree when they 
praised the value of liberal democracy. Those who argue that the values of Confucianism 
and liberal democracy have internal conflicts may still believe that they can coexist as 
“independent value systems” within the same society. Confucianism and democracy are 
consistent, not contradictory13).

of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individual.” Sor-hoon Tan “Confucianism and Democracy”, ibid, pp.106-107
11)� Francis Fukuyama, Confucianism an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6.2 (1995), pp.25
12) Francis Fukuyama, Confucianism and Democracy, ibid,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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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Confucian) policy of people as the roots (of the state or minben)  and that of 
liberal democrats pursue the ideals of community interest, but they differ in many respects.

First, although both are determined to require the government to operate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they are different in the way to implement good governance: If liberal 
democracy requires appropriate sequencing arrangements, Confucianism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stable hand of the elite.

Second, the two theories have different views on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In the 
tradi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a government has legitimacy mainly through the 
election of justice. However,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the Peoples as the roots, in 
essence, the legitimacy of a government is determined by the nature and results of the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has made.

Third, each philosophy emphasizes the role of public political participation. In free 
democracy, participation is the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social contract between 
citizens and their government. In the doctrine of the People as the roots, howev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vilians is limited to the extent that it expresses their concerns 
with the authorities. With this view, it is not easy to concede that Confucianism is 
democracy or anti-democratic. At least we know that although Confucianism and democracy 
are contradictory, they can coexist in modern society, even some Confucian values are the 
bridge to lead Asia towards democratization.

1945 was the time of officially abolishing the monarchy in Vietnam and beginning of 
the building of  a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However, even in the monarchy, 
democratic factors have been still emerged and developed. Democratic ideals, models, and 
values are not completely opposed or eliminated by the monarchy. Because when it comes 
to the monarchy or the republic, it refers to the form of government, while referring to 
democracy or dictatorship as the only political governance. After all, the form of 
government as a monarchy or republic has not shown that the state has real democracy. In 
traditional Vietnamese Confucian thought, the sprout of democracy manifested most clearly 
through the concept of the people as the roots. Peoples as the roots can be understood the 
idea that the people’s will are the same as Heaven’s will. This idea requires the king and 

13) Sor-hoon Tan “Confucianism and Democracy”, p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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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darins must love the people, to make people believe in them and to secure people 
for political purposes.

Traditional Vietnamese politics only tend to be orderly rather than liberal. In fact, 
neither liberty nor order is not limited to the political dimension. People always have the 
desire or desire for freedom and the need or desire to regulate order, expressed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legal, cultural and so on. Only order and freedom are always 
combined and always contradict each other. Confucian ideology is us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social stability and security, the stability of the country, the order of society 
above personal freedom. In general, feudal democracy in Vietnam has the character of 
village democracy.

In Confucian political culture there is no direct transition from the will of the people to 
political power. Because the traditional Confucian political conception is a combination of 
the imperial power vested in him by the mandarins (mainly through the elective office). The 
division of power does not seem to be set in the tyranny. The kings are afraid and 
thoroughly prevent the “gang up” (factionalism, sectarianism14)), it is considered disorder, 
usurpation, the crime of forgiveness.

The importance of the people (people as the roots,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power belongs to the people” of democratic 
politics today. It should be reiterated that the notion of “punishment not applied on 
high-ranking mandarin, the ritual not applied to the people” is a common concept in 
political regimes in China as well as in Vietnam. Thus, the will of the people is not 
institutionalized, the people do not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official affairs.

The concept of “people as the roots” originated in the Book of History (尚書): People 
are the root of the country. The concept of the people - the people who are the subject of 
society and the country - always conflict with the monarchy, so the Vietnamese feudal 
dynasties always seek to sol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main regime, 
kingship. The concept of traditional peoples is valuable for the building of democracy toda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t can be transformed directly from the people to democracy.

14) Refer to Le Van Huu, Phan Phu Tien, Ngo Si Lien, etc. "History of Dai Viet History Full Book",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Hanoi, 1993, p. 32, 72, 83, 97, 115, 121, 135, 136, 154, 155, 250, 303, 312,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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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the concept of people as the roots in Confucianism as well a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concept and democracy, in his book “History of Political Ideology”, 
Liang Qichao wrote: “In the United States, when talking about politics, Lincoln put forward 
three prepositions to cover all: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of the people ... The 
Chinese doctrine speaks of “for”, but the meaning of “by” does not seem to be heard. ... 
What do civil unions do without political power? The biggest disadvantage of Chinese 
political theory is here.“15) 

Obviously, village democracy is a force, but power is not based on human liberat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t tied people in community relations and ensured equal 
human rights as community members. In terms of people living in the feudal sense, social 
community like this, the self-control here is only the active fulfillment of their obligations 
and the reward of the ancestors. In contrast to village societies, civil society is a society 
built on the basis of equality between the state and the citizen, and between citizens on the 
basis of law, as a consequence of societal weakness of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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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

유교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세계 많은 곳에서 수 세기 동안 이루어졌으며 미래에도 여전히 

뜨거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대화 과정에서 유교 이념을 상대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현대화와 유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되었다.

유교적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교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유교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회학자 앰브로스 킹(Ambrose King, 진 야오지)는 제국유교와 

사회유교로 분명하게 구분했다. 린안우(Lin Anwu)는 “생활(lively)” 유교, 제국유교, 비판유교로 구

분했다. 소훈탄(Sorhoon Tan)은 유교적 민주주의를 도덕성, 의식성, 평등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

로 분석했다. 장칭(Jiang Qing)은 “생명(life)”유교 혹은 “심성(heart–mind–nature)”유교, 정치유교로 

분류했다. 이명휴이(Lee Ming-huei) 역시 “심층(deep-level)”유교의 존재를 언급했다. 의식적인 수준

에서 작용하지는 않지만, 중국인들의 심리, 행동방식,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국유교 혹은 정치유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새뮤얼 P. 헌팅턴

(Samuel P. Huntington)은 유교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를 부인하는 가장 유명

한 학자 중 한 사람이다. 헌팅턴은 유교가 반민주적이므로 유교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모순된 용어

라고 본다.2) 다시 말해 헌팅턴은 유교와 민주주의를 모순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전통 유교가 비

민주적이거나 반민주적이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학문적 견해 차이가 거의 없다…전통적인 중국 

유교와 여기에서 파생되어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일본 (약화된 형태)에서 성행한 유교는 

개인, 자유, 권리보다는 집단, 권위, 책임을 더 강조했다. 유교 사회에서는 국가를 대항하는 권리라

는 것이 거의 없었다. 개인의 권리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국가가 만든 권리일 뿐이었다. 의견 차이

와 경쟁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우선시했다. 계층구조에 대한 질서와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가

치였다. 사상, 집단, 정당의 충돌은 위험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무엇보다도 유교

는 사회와 국가를 통합했고, 국가 차원의 자치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3) 

1) Albert H. Y. Chen, Is Confucianism Compatible With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cy?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2007, vol. 34, no2, pp.198

2)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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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은 이슬람 문화와 서구 자유 민주주의 반민주적 독재 유교 간에 “문명의 충돌”이 발생할 것

이라고 예견한다.

헌팅턴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유교적 전통은 개인, 자유, 권리보다는 집단, 권위, 책임을 더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일부 학자들은 유교에서 인권 상실에 대한 책

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유를 해치는 충성심을 지향하며, 유교의 근본 원리가 평등에 반하는 것

이라고 분석한다. 요컨대, 유교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양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4) 이와 비슷하게, 

루시안 파이(Lucian Pye)는 유교 정치 문화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민주화에 걸림돌이 된다

고 주장한다.5) 루시안 파이와 새뮤얼 헌팅턴은 유교 전통에서는 서구처럼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하

는 정치 철학을 정립하지 않았던 것이 근본 문제라고 주장한다. 법을 지배하는 것보다 선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부장적으로 행동하며 가정

을 다스리고, 여기서 확장되어 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권위주의로 빠져들기 쉽다.6)

루쉰(Lu Xun)부터 문화대혁명까지 이어지는 유교에 대한 비판론에서는 유교적 유산에 대해 강경

한 태도를 보여왔다. 신문화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천듀슈(Chen Duxiu)는 유교의 사상과 가르

침은 봉건시대의 잔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사고에 따른 도덕성, 규범, 생활방식, 정치제도는 

소수의 통치자와 귀족들의 특권적 지위 및 특권을 넘어서지 못했고, 이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행

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의 유교 유산이 현대화, 특히 민주화 과

정을 방해한다고 믿었다.7)

그렇다면 유교 전체를 독재적인 유교라고 가정하는 것은 적합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어떻

게 분류하고 접근하냐에 따라 다른 태도로 유교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프랜

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유교 사상을 정치유교와 개인윤리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사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분류법은 투 웨이밍(Tu Weiming)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8) 정치유교

3) Samuel P. Huntington, "Democracy's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2 (Spring 1991): 24.
4) A.T. Nuyen, “Confucianism, the Idea of Min-pen, and Democracy”,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14, 2000, pp.136-138
5) Sor-hoon Tan “Confucianism and Democracy” in trong sách “Confucianism in Context- Classic 

Philosophy and Contemporary Issues, East Asia and Beyond”, Edited by Wonsuk Chang and Leah 
Kalmanson, Suny Press, New York, 2010, pp.104

6) Yu-Tzung Chang, Yun-Han Chu, And Frank Tsai. Confucianism and Democratic Values in Three 
Chinese Societies, Issues & Studies, no.4, December 2005, pp.8

7) Sor-hoon Tan “Confucianism and Democracy”, pp.103
8) Tu Wei-ming, Confucian Ethics Today: The Singapore Challenge (Singapore: 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Singapore, 1984), 90. (Trích lại từ bài của Francis Fukuyama, t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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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국주의와 상류층 권력을 강조하는데, 이 둘 다 지배적인 사회 계층을 상류 사회 구조로 규정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교적 개인 윤리는 가족의 가치와 개인 윤리 체계를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유교 문화의 진정한 본질이다. 정치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면, 유교 문화에 민주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정작 유교에는 유교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엘리트

주의, 교육, 관용적 가치는 포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현대 자유 민주주의와 조화

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도움도 된다고 주장한다.9)

우리는 유교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신중하게 고

려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다. 좁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대중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는 정치 체제로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정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추진력이며, 무엇보다도 가치이다. 존 듀이(John Dewey)는 민주

주의는 단지 정부를 선출하고 규제하는 정치 시스템만이 아니라 도덕적 이상과 사회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전체적이고 완전한 사회를 상징한다. 존 듀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

한 명분이 바로 민주주의가 탄생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10)

후쿠야마는 유교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전통적인 유교 

시험 제도는 평등화를 낳을 수 있는 실력 중심 제도였다. 하지만 이랬던 유교 시험 제도가 현대에 

와서는 고등 교육 시스템과 관료체제의 관문으로 시행되었다. 두 번째, 유교는 교육 자체를 강조한

다. 비록 민주주의 성립 조건으로 대중에 대한 교육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

반적인 교육 수준이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 높은 수준의 읽고 쓰는 능력 없이는 

민주적인 논쟁에 대해 알 수 없고 따라서 논쟁에 참여할 수도 없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

육은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하고, 인지능력 및 정치 참여와 같은 비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끌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윤리 체계가 대부분 그렇듯이 유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과거에 유교는 다른 종교, 특히 불교와 기독교와 공존했다. 분명 이슬람이나 기독교보다는 훨씬 나

을 것이다.11) 후쿠야마에 따르면, 투 웨이밍은 전통 유교가 남긴 더 중요한 유산은 정치 교육이 아

니라 가족, 일,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 중 그 밖의 요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제하는 개인적인 윤

 9) Yu-Tzung Chang, Yun-Han Chu, And Frank Tsai. Confucianism and Democratic Values in Three 
Chinese Societies, Issues & Studies, no.4, December 2005, pp.6

10)� Dewey considers democracy “a personal, an individual, way of life.” “The cause of democracy is the 
moral cause of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individual.” Sor-hoon Tan “Confucianism and 
Democracy”, ibid, pp.106-107

11) Francis Fukuyama, Confucianism an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6.2 (1995),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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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주장한다.12) 후쿠야마의 민주주의 개념에 따르면 유교는 가정생활의 도덕적 의무가 사회 기

본 구성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사회를 잘 정립하고 건설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유교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논평자들의 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사실 유교와 민주주의는 공존하는 두 개의 독립된 체제이다. 아시아 사회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관행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와는 다르게 미래에 대한 결정

을 할 수 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는 민주주의가 부족하더라도 유교의 영

향력을 근절해버리는 것이 그다지 나을 것 같지는 않다. 심지어 서양 학자들조차도 자유 민주주의

의 가치를 찬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교적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가 내적 갈등을 빚고 있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두 개념이 같은 사회 내에서 “독립적 가치 체계”로 공존 가능하다

고 여전히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교와 민주주의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일관적이다.13)

유교의 민본 사상 (국가의 근본은 국민)과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 모두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만 다른 점도 많다.

첫째, 비록 둘 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운영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통치의 방법이 다르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반면, 유교에서는 안정된 엘리트 집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두 이론은 정부의 합법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전통에서는 

정당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부를 구축한다. 그러나 민본주의 사상에 따르면 정부의 정통성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만든 정책의 본질과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두 사상 모두 공공 정치 참여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참여란 시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적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민본주의에서 민간인의 정치적 참여는 당

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견해로 보면 유교가 민주주의인지 반민주적인

지 수긍하기 어렵다. 적어도 우리는 유교와 민주주의가 모순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다

는 것은 알고 있다. 심지어 일부 유교적 가치는 아시아를 민주화로 이끄는 가교 구실을 한다.

1945년은 베트남에서 군주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민주 공화국 건설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하

지만 군주제에서도 민주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나타났고, 발전해왔다. 군주제에서 민주주의의 이상, 

모델, 가치를 완전히 반대하거나 제거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군주제 혹은 공화정에서는 민주주

의나 독재를 유일한 통치 체제로 간주하고 정부의 형태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군주제나 공화

12) Francis Fukuyama, Confucianism and Democracy, ibid, pp.26
13)� Sor-hoon Tan “Confucianism and Democracy”, p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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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같은 정부 형태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통적인 

베트남의 유교적 사고에서 민주주의는 민본주의를 근간으로 싹을 틔웠다. 민본주의 사상이란 국민

의 의지가 천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왕과 고위 관료는 국민이 자신을 믿게 

만들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전통적인 베트남 정치는 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는 질서유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자유

나 질서가 정치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향한 욕망, 질서를 통제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문화 등으로 표현한다. 질서와 자유만이 

항상 결합하고 또 서로 모순된다.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주로 사회 안정과 안보, 국가의 안정성, 개

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봉건 민주주의는 마을 민주주의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교 정치 문화에서는 국민의 의지가 정치적 힘으로 직접 전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통적 유교의 

정치적 개념은 (주로 선거로 선출된) 고위 관료들이 부여한 제국주의 권력과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에서는 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것 같다. 왕들은 “집단 공격”(파벌주의, 당파싸움14))을 두려워

했고 철저히 방지했다. 그러한 집단 공격을 난동, 왕권 침해, 용서의 범죄로 간주했다.

국민의 중요성(민본주의, 국민이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에서 말하는 “주권재

민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위 관료는 처벌받지 않고, 국민에 대한 의례는 치르지 않는다”

라는 개념은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권에서도 흔한 사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국민의 의지는 제도화되지 않고, 국민은 공직에 참여하는 권리도 얻지 못한다.

“민본주의(people as the roots)”는 상서(尙書)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바로 국민이 그 나라의 뿌리

라는 의미이다. 사회와 국가의 주체인 국민이라는 개념은 항상 군주제와 충돌한다. 그래서 베트남

의 봉건 왕조는 항상 국민과 주요 정권인 왕권 간의 관계를 해결할 방법을 늘 모색한다. 전통 민족

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국민에서 민주주의로 직접 전

환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량 치차오(Liang Qichao)는 저서인 “정치 이념의 역사(History of Political Ideology)”에서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을 평가하고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뤘다. “미국에서 링컨은 

세 개의 전치사로 정치 전부를 망라했다.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중국의 교리에

서는 “for(국민을 위한)”만 주창하고, “by(국민에 의한)”의 의미는 듣지 않는 것 같다...정치적 힘이 

14) Refer to Le Van Huu, Phan Phu Tien, Ngo Si Lien, etc. " History of Dai Viet History Full Book",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Hanoi, 1993, p. 32, 72, 83, 97, 115, 121, 135, 136, 154, 155, 250, 303, 312,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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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시민 연합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국 정치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이 여기에 있다.”15)

마을 민주주의는 분명히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권력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

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체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동등한 

인권을 보장했다. 이러한 사회 공동체, 즉 봉건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곳에

서 자기 통제는 자신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자조상이주는보상이다. 시민 사회는 마을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와 시민 간 평등, 그리고 법에 근거한 시민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국

제화 과정에서 약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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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OUGHTS OF THE PRE-QIN 

CONFUCIANISM ABOUT HUMAN AND HUMAN’S 

ROLE, VALUES IN LIFE

By: Nguyen Dinh Hoa*16)

1.� The� views� of� Confucianism� in� the� Qin� Dynasty� on� the� origin� and�

nature� of� human

First of all, about the origin of human. It is possible to generalize the issue of human 
origins in Confucianism in the Qin Dynasty into two main points.

The first point is the view that human was born from heaven, therefore, heaven decides 
the destiny and life of human beings. This is the view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Heaven, God and it is religious idealism. It appeared in ancient China, and the idea of 
Heaven is recorded in ancient scriptures such as the Classsic of Poetry, the Book of 
Documents, the Book of Changes,... Under the influence of this tendency, some thinkers of 
the Confucianism in the Qin Dynasty came up with the view that everything, including 
human beings, was born from heaven. The Doctrine of the Mean, chapter 17 wrote that 
“Heaven generates everything”; Mencius also said: “Heaven gave birth to man, making only 
one root” (Mencius, Teng Wen Gong I, 5). “The Classic of Poetry wrote: “Heaven generates 
people, where there are things, there also have rules. People are allowed by the rules to 
preserve their nature” (Mencius, Gaozi I, 6).

The second point is that man is formed by the aggreg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pure spirit, yin and yang, heaven and earth, and five elements. In the Book of Rites, 
chapter Conveyance of Rites (Liyun) wrote: Man is the virtue of heaven and earth, the 
intersection of the Yin and Yang, the union of the animal and intelligent (souls), and the 

* PhD, Editor-in-Chief of Review of Philosophy, Institute of Philosophy,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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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st subtile matter of the Five Elements; therefore, “human beings have the nature of 
heaven and earth, and the virtues of the Five Elements” (Lieh Tzu, chapter 7). Continuing 
this view, Xunzi said that, due to heaven and earth are harmonious with each other so all 
things are born, thanks to the yin and yang contact to each other, there is transformation. 
Here, in the view of the ancient Chinese philosophers, heaven and earth are natural, not 
“heaven” with personality, willpower and sacred like the viewpoint of the comtemporary 
religious idealism. Developing views on natural origin of human and with early knowledge 
of natural science, especially biology, ancient Chinese philosophers also attempted to map 
out the process of  evolution from everything to human and human structure based on 
biological point of view.   

In Story of I Ching divination, the Book of Changes wrote: “There is heaven and earth 
before all things, after having all things, then here are boys and girls, and then having 
husband and wife, and after that we have father and son, and then we have king and 
mandarin, and then after there is a hierachy. Finally, after there is a hierachy on the 
bottom, rite has its place”. 

The Guanzi Book, chapter Water and Earth (Shuidi) wrote: “Humans are Water. When 
man and woman unite their essences and qi, Water takes shape. By three months, what 
does the thing look like tadpole? That is five flavors. What are the five flavors? These are 
the five hidden; the spleen is the owner of the sour taste, the lungs is the main matter of 
the salty taste, the kidney is the master of the spicy taste, the liver is the cause of 
bitterness, and sweetness is related to the heart. Five organs are formed, then later on, the 
other organs were born inside. The spleen produces tissues, the lungs produce stomach, the 
kidneys give birth to brain, the liver produces bones and the heart produces flesh. Thanks 
to the five internal organs that arise nine holes. The spleen produces two nostrils, the liver 
produces two eyes, the kidneys produce two ears, the lungs produce the mouth, and the 
heart produces two bottom holes. In the fifth month, it is complete. In the tenth month, it 
is born”. Although they are primitive and rustic, and have not been scientifically 
substantiated yet, the views on the natural origin of man and the evolution of things and 
man in ancient Chinese philosophy is basically true and quite advanced nature. 

The reason why ancient Chinese philosophical thinkers have gained advanced views on 
human origin is that they have learned to rely on scientific knowledge, even though it is 
primitive. And they also learned the practical experience of life in their thoughts. These 
advances reflect the progressive trend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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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point in view of human origins in ancient Chinese philosophy is that, 
whether basing on the viewpoint of explaining the cause of human origins from supernatural 
origins of an idealistic idealism or from the natural origin of purely materialistic nature, the 
ancient Chinese philosophers asserted that man is the result of the highest evolution of 
matter, from air, to plants, animals, and human; and for human beings to be different from 
animals and nobler than all things, human beings have another important character. That is 
social feature and nature. In Zuo Zhuan Book, Thanh Cong in his seventeenth year, it 
wrote: “Man is a man because man has faith, knowledge and courage. Having credibility is 
not against the king, having knowledge is not harmful people and having courage does not 
make chaos. Losing these three things, is man still man?”.

On the issue of human nature: In order to answer to the question of human nature,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in the Qin Dynasty has focused on clarifying the basic 
categories of morality and psychology is heart, nature and love. Although the three 
categories are different, they have a close relationship, forming a mechanism of interaction 
between each other, forming the mor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life of man.

Nature, according to the conception of Confucian philosophy, is the principle of creating 
human beings or things and the spiritual essence of man; that is the character, nature of 
human being or thing. From the moment of birth which is given by Heaven, human being 
has a nature, so that the category of the ancient Chinese philosophy was manifested in a 
priori idealism. Doctrine of the Mean wrote that: “What Heaven confers is called nature. 
Accordance with this nature is called the Way. Cultivating the Way is called education” 
(Great Learning, Doctrine of the Mean, 1). In chapter of the Right Path, Xunzi considered 
Nature as the achievement of the Heaven. Thus, in this viewpoint, human nature is due to 
heaven and is mandate of heaven. Along with that view, Gaozi said that “Life in life is 
nature” (Mencius, Gaozi I, 3). Xunzi also said: “Nature is rustic and primitive” (Xunzi, 
Discussion of the evil), or “Nature is the cause of everything that is born” (Xunzi, the Right 
path). 

In the spiritual life of man, being associated with the category of nature is the category 
of “heart-and-mind” (also called “mind-heart” in some documents) which is one of the 
categories with important moral,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in the concept 
of human nature of pre-Qin Confucian philosophy. From Mencius onwards, in each of the 
different ages, the category of heart-and-mind is supplemented, developed with different 
contents and constantly expanded its connotation. In Mencius, the heart-and-mind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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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the moral conscience, the clue of goodness and the essence of the universe and all 
things. In Xunzi, the heart-and-mind is just the part of body which is used to think and 
command the five organs.

In Confucianism, the connotation and meaning of the heart-and-mind is quite rich, but 
putting them together, there are two main things: Heart-and-mind is the master of spirit and 
humanity, and heart-and-mind is the essence of the universe. On that basis, the philosophy 
of pre-Qin Confucianism went into exploring the themes of the heart-and-mind, such as 
good heart-and-mind, evil heart-and-mind, conscious heart-and-mind; Heart-and-mind is the 
spirit and subconscious of man; heart-and-mind is to think and is the master of humanity,... 
On the issue of considering heart-and-mind as the essence of the whole universe, in 
Mencius, Chapter Jin Xin I, lesson 1 wrote that: “He who has exhausted all his mental 
constitution knows his nature. Knowing his nature, he knows Heaven”, “all things are full 
in us” (Mencius, Jin Xin I, 4). Therefore, Mencius is considered as the initiator of the 
Heart-and-mind School in Confucianism. Xunzi said that “the heart-and-mind is the king of 
the body and the master of the spirit” (Xunzi, Dispelling Obsessions); “Heart-and-mind is 
the master of the way” (Xunzi, the Right Path), “so the essence of knowledge i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Way. Why can one know the Way? The answer is that it is thanks to 
the heart-and-mind. Why can Heart-and-mind know the Way? The answer is because the 
Heart-and-mind is nothingness, unique and static. The heart-and-mind has never been denied 
to contain, but there is something called nothingness; the heart-and-mind has never been  
become two, but it is called unique; the heart-and-mind has never been not moving, but it 
is called be static (Xunzi, Dispelling Obsessions). Not only that, in the ancient Chinese 
philosophy, heart-and-mind is also considered as the root of benevolence, uprightness, rite, 
wisdom. Confucius wrote: “Hui could keep his heart-and-mind on ren (benevolence) for 
three months without lapse” (The Analects, Yong ye, 5); Mencius emphasized that “the 
nature to the superior man are benevolence, righteousness, rite and wisdom. These are 
rooted in his heart-and-mind” (Mencius, Jin Xin I, 15).

In terms of love, according to Confucian philosophy, it is the moral and psychological 
category. Love is emotion in the human heart-and-mind coming from the inner nature of 
man. When it contacts with the object or man, it emits into different attitudes and emotions 
such as likeness, hate, joy, anger, sadness, desire, anxiety which is called  “seven sense of 
love”. In chapter of the Right Path, Xunzi has seen likeness, hate, joy, anger, sadness, 
happiness of nature is love. In the context of love, ancient Chinese philosophy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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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into such categories as: Unknowing love, Charming, Abstemious love. According 
to Confucian scholars, the best way to express love is that love must be reasonable, right 
with the morals and “right heart-and-mind”, “bone fide”.

Doctrine of the Mean wrote: “When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have not yet arisen 
in our heart-and-mind, it is called the Mean (centeredness, equilibrium). When they arise to 
their appropriate levels, it is called “harmony” (Doctrine of the Mean, 1). “When you are 
angry, you cannot be correct; when you are frightened, you cannot be correct; when there is 
something you are anxious about, you cannot be correct. When the mind is not present, we 
look, but do not see; we listen, but do not hear; we eat, but don’t taste our food. This is 
the meaning of “the cultivation of the person lies in the correction of the mind” (Great 
learning, 7). Xunzi also insisted that regulation of love is to master the emotions in any 
situation or state and do not let emotions outrage or  inadequate; in particular, according to 
him, we must take the rites to regulate love, “not too angry nor too happy is taking the 
rite to overcome the love” (Xunzi, the Right Path). 

In terms of the human nature in the philosophy of pre-Qin Confucianism, the three 
categories of heart-and-mind, nature and love are different but always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interacting together and creating a mor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life of human. In this relationship, nature is the root of love, love is the use of 
nature; love is born because of existing nature. Love is not love by itself, it exists because 
of nature. Nature is not itself nature, thanks to the love that nature is clear. Heart-and-mind 
is specific, nature is abstract; heart-and-mind is the inner, nature is the external 
manifestation. Heart-and-mind united with nature. What kind of heart-and-mind will have the 
corresponding nature and how nature is will express the corresponding heart-and-mind. 
Heart-and-mind is brightly, so nature will be good; heart-and-mind is dark, nature will be 
evil. If nature is subject and love is object, heart-and-mind is root of nature and love; 
heart-and-mind is the master of nature and love, heart-and-mind dominates both nature and 
love. Therefore, Zhu Xi wrote: “Benevolence is nature, compassion is love, following 
heart-and-mind to generate, the heart-and-mind dominates both nature and love” (Zhu Xi, 
Yulei, book 6). “Benevolence, righteousness, rite and wisdom are nature; compassion, shame, 
compliance, knowing what is right or wrong are love. Heart-and-mind dominates both nature 
and love” (Zhu Xi, Letter in reply Phuong Tan Vuong) 

In this letter, they think that “heart-and-mind” is the agency of thought; nature” is the 
spiritual essence of man and is human nature. It is the use of things and natural; what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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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rt-and-mind will have the corresponding nature and how nature is will express the 
corresponding heart-and-mind. we bring heart-and-mind and nature to contact and deal with 
people and things to express our attitude, emotions, such as likeness, hate, joy, anger, 
sadness,... and call it “love”. 

On the basis of basic moral ethical categories such as heart-and-mind, nature and 
love, the pre-Qin Confucian philosophers with various worldviews and outlook on life gave 
two different views on human nature: The first is the view that human nature is the 
goodness of Confucius and Mencius.  Confucius stated that “man was born with nature of 
being righteous, good and compassionate” (The Analects, Yong ye, 17). Continuing that 
thought, Mencius affirmed that human nature is good from birth. Human goodness is 
manifested in four great virtues: Benevolence, righteousness, rite and wisdom which are 
originated from the four clues of good, also called “seeds of good” which have been in the 
heart since birth (Mencius, Gong Sun Chau I, 6), called “conscience”. The second is the 
view of Xunzi that human nature is evil. He said that “the nature of human beings are 
mercenary and desirable from birth, following to that nature, people fight with each other, 
violate the duty, distrub the reason and create cruelty” (Xunzi, The Evil)

2.� The� perspective� of� Pre-Qin� Confucian� scholars� on� the� position� and�

the� role� of� human� being� in� life

It is possible to generalize the views on the role and position of human being in the 
philosophy of Pre-Qin Confucian scholars in three main areas as follows:

Firstly, the view that man is noble and supreme in all things. In this view, the thinkers 
of pre-Qin Confucianism have said that “only man is the supreme being in all things” 
(Documents I, Tai Shi I); that “Heaven gave birth for all things, but only human being is 
noble” (Liezi, Chapter Thuy), “human being...is the supreme being in all things” (Liezi, 
Chapter 7), and “man is heart of heaven and earth” (Book of Rites, Liyun – The 
conveyance of Rites, Liqi – Utensils of Rites). The reason why human beings have a 
supreme position in the universe, according to Confucian philosophers, is because humans 
are the result of the yin and yang, the heaven and earth; “it is the virtue of heaven and 
earth, the intersection of the yin and yang, the union of the animal and intelligent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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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inest subtile matter of the Five Elements” (Liyun, Liqi). Humans are the highest 
developmental result of all things, and the difference in quality of human beings to animals 
is that humans have a sense of morality and social organization.

Secondly, the point is that the birth, existence and all activities of the human being 
must be follow the Way of Heaven. It is Confucius and Mencius’ view of “Heaven’s 
Decree”: “The Way is executed as well as dead due to the Heaven’s Decree” (The Analects, 
Xian wen, 38), “Nothing happens without Heaven’s Decree” (Mencius, Jin Xin I, 2). The 
views of  Confucius and Mencius  are totally in stark contrast to the view that man obeys 
the Heaven with the nature of following the Way and the law of nature, that backwards 
with the point for that that that the following person, that is the follow of the direction, 
according to the rule of natural, that: “Man follows the laws of earth; earth follows the 
laws of heaven; heaven follows the laws of the Tao; and Tao follows the laws of its 
intrinsic nature” (Tao Te Ching, Chapter 25) which expresses the materialist element and the 
dialectic spontaneity of Taoist thought.

Thirdly, the view emphasizes the role and position of human in the world in general 
and in society in particular. Typical of this tendency is the idea of Xunzi. He said that 
heaven, earth, people are three parts of nature and has its own function, “heaven has four 
seasons, earth has products, people political literature”; in which people do not depend on 
heaven. So, people can “nourish”, “forming”, “treating” things, and “fight back and deal 
with Heaven’s orders” (Xunzi, Discussion on Heaven). These views have confirmed the role 
and position of people in the world. This is the viewpoint of atheistic materialism advancing 
the progressive will of human in life. It is quite contrary to the view “Heaven’s Decree” 
which is mystical idealism was propagated at that time.

Derived from the different concepts of origin, nature, role and position of human beings,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s on educating man in the pre-Qin Confucian philosophy. 
Confucianists at this time tried to give a comprehensive view of education. They pay 
attention to the purpose, the object, the content and method, the way of educatio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theory of humanity in general, such as 
ethical education, kindness, uprightness, rite, wisdom, faithfullness, loyalty, piety, brave and 
honour, “culture, correct action, loyalty and trust”, by the method as suggestion, opening 
students’ mind, the way to set an example, “checking old things to know new things”, 
learning wherever in anytime, combining study with practice, the method “taking observation 
as your mentor”, even the method “internal reflection”, meditation and intuition. This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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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t in Confucius' thought.

In the Analects, Confucius said that honorable man learned to focus on the Way of 
Heaven and keep the virtue. The highest purpose of study, according to him, is not only to 
know the Way, but also to work as a mandarin and to engage in national politics. 
“Intellectuals who let their country lose its way like hiding treasure in bosom can not be 
called truly humane (The Analects, Yang Huo, 1).

For Confucius, teaching is teaching the rulers of the people “enough rites, righteousness, 
faithfulness...to make people from everywhere will want to bring their children to service 
them...” rather than learning just for plowing. He also furiously left when Ling Gong King 
asked him about combat and battle. The Analects, chapter Wei Ling Gong, lesson 1 wrote: 
“Duke Ling of Wei asked Confucius about military tactics, Confucius said: “I know about 
the handling of ritual sacrifices, but I have not studied strategy”. The next morning, he left”

According to Confucius, learning is mainly focused on the Way, literature and six arts. 
Therefore, he said: “If I can hear the Way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 can die in 
happy” (The Analects, Li ren, 8). Confucius often teaches his students about Poetry, 
Documents, Rites, Music and “four subjects are culture, correct action, loyalty and trust” 
(The Analects, Shu er, 24) without mentioning the monster, force, chaos, spirit.

I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Confucius advocated using the open suggestion and 
dialogu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o promote the dynamism and creativity 
independence of learners; he asked the students to always try and effort without feeling 
tired. “If a student is not eager, I won't teach him; if he is not struggling with the truth, I 
won't reveal it to him. If I lift up one corner and he can't come back with the other three, 
I won't teach him again” (The Analects, Shu er, 8). In particular, Confucius also emphasized 
the method of combining closely study with practice, and he always advised the learners “to 
listen more and choose the goods in order to follow them, see more to know clearly what 
are the goods and the bads in order to remember because it is important to become a 
intellectual. He advised the students to avoid egotism, arbitrariness, imposing self-will and 
stubbornness in learning: “not subjective, not obstinate, not be afraid to advoid mistakes, not 
selfish” (The Analects, Zi nan, 4).

As a great educator who is the first person to open a private school in Chinese history, 
Confucius advocates “education for all” (The Analects, Wei Ling Gong, 30). It means that in 
teaching people, there is no discrimination (of class, type,...), but he still conceiv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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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superior” and a “fool” (that is, “only the superior and the fool are unchanging). 
He said: Those who are born knowing the decree of Heaven are the best. Those who study 
to know it are next; those who are limited and yet study are next; those who are limited 
and do not even study are considered to be the lowest level of people (The Analects, Ji 
Shi, 9). Confucius even said that: “For the people, you might force people do what they 
need to do, but you should not explain because people won't be able to understand deep 
meaning” (The Analects, Tai Bo, 10). The reason why Confucius advocates such is because 
he said that “people are similar by nature, but through habituation becom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Only the most wise and the most foolish do not change” (The Analects, 
Yang Huo, 2).

In short, the process of arising and developing the thoughts of human being in the 
philosophy of the Pre-Qin Confucian scholars is not a purely speculative product of thinkers 
or a random occurrence. They were formed and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Chinese social history in the Spring and Autumn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s. It was the period when Chinese society was undergoing a radical 
and comprehensive transformation of history,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This historical age with the great transformation has raised questions of human and 
society that make the thinkers pay attention to study and research. As a result, the human 
problem has become a central and cross-cutting issue in ancient Chinese philosophy in 
general and per-Qin Confucian philosophy in particular. On the basis of social reality and 
the premise of thought about the human problem embodied in ancient Chinese scriptures 
such as the Classic of Poetry, the Book of Documents, the Book of Rites, the I Ching (the 
Book of Changes),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e pre-Qin Confucian philosophers have 
focused on clarifying the great and basic contents of human beings, such as the viewpoints 
of human origin and nature and the opinion which promotes the role and value of man in 
the world as well as the perspectives on educating man with various and incisive contents.

It can be said that Confucianism in the Qin Dynasty contains certain values for social 
life, which shows that it focuses not only on the position and role of human, but also on 
caring of human, such as the policy of educating human, protecting human values, 
promoting virtuous qualities and directing human to the truth – the goodness – the beauty 
by moral standards which are kindness, uprightness, rite, wisdom, faithfullness, loyalty, piety, 
brave and honour. Even more, Pre-Qin Confucian scholars wanted to build a good and ideal 
society which has a hierachy as the heyday of Yao Shun. In order to do that,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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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ight steps”: “investigation of phenomena” – studying of 
things; “Learning knowledge” – understanding and be fully aware of things; “Sincere will” – 

upright mind, not deviation; “Rectitude of purpose” – honest notion, when the will is 
sincere, the mind is correct; from then on, we know how to do “self-development” in order 
to “regulate family” and proceed to attend “ordering local goverment” and  “settling univeral 
goverment” (Great learning, Part 1). With such incisive content, it can be said that, in spite 
of the inevitable historical limitations, Confucianism in general and pre-Qin Confucian 
philosophy in particular have certain values for life, not only for the contemporary but also 
being useful in some extent to the current development of many Asian countries that have 
historically be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such as China, Kore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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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유학 사상으로 본 인간과 인간의 역할 

그리고 삶에 주는 의미

응우웬 딘 호아(Nguyen Dinh Hoa)

1.� 인간의 기원과 본성에 관한 진나라 시대 유교의 관점

우선 인간의 기원을 살펴보자. 진나라 시대 유교에서 인간 기원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하늘이 인간 운명과 삶을 정한다고 본다. 이것은 

천국, 하느님이라는 개념에서 온 관점이고, 종교적 이상주의이다. 고대 중국에서 나타난 하늘이란 

개념은 고대 경서인 ‘시경’, ‘서경, ‘주역’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진나라 때 일부 유

학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하늘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을 생각해냈다. ‘중용’ 17장에는 ‘하늘이 

만물을 생성했다’라는 구절이 있고, 맹자도, “하늘은 인간을 낳으시고 뿌리 하나만을 만드셨다.” 시

경에서도 ‘하늘은 사람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만물과 규칙이 나왔다. 인간은 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본성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했다.

둘째, 인간은 순수한 영혼의 집적과 변모, 음과 양, 하늘과 땅, 다섯 가지 원소로 만들어졌다는 

관점이다. ‘예기’<예운> 편에 보면, ‘인간은 하늘과 땅의 선한 결과요, 음양이 교차하는 곳이며 동물

과 지적인 영혼의 결합이어서 다섯 가지 원소 중 가장 순수하고 섬세한 물질이다’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열자(列子)는 “인간은 하늘과 땅의 본성을 갖고 있으며 다섯가지 원소의 선(善)이다.’라고 했

다. 순자(荀子)는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만물이 태어나고 음양이 서로 소통하여 

완전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고대 중국 철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은 자연스럽

지, 개성과 의지력이 있는 하늘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의 종교적 이상주의 관점처럼 신성하다.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원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고 자연과학에 대한 초기 지식, 특히 생물학 지식을 

가진 고대 중국 철학자들은 생물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만물에서 인간과 인간 구조로 진화하는 과

정을 세세하게 설계하려고 했다.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은 만물 이전에 존재했고, 만물을 생성한 뒤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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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고,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으며 그 뒤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왕과 신

하가 생겼고 계급이 생겨났다. 결국 계급이 가장 바닥에 있고 禮는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했

다.

관중의 책, 水地 장에는 ‘인간은 물이다. 남녀가 정기를 합치면 물이 형성된다. 석 달쯤 되면 올

챙이 같은 무엇인가가 생긴다. 그것은 다섯 가지 맛이다. 다섯 가지 맛이란 무엇인가? 숨겨진 다섯 

가지 맛이다. 비장은 신맛의 주인이요, 폐는 짠맛이 주성분이며, 신장은 매운맛의 주인이고 간은 쓴

맛의 원인이고 심장은 단맛과 관련이 있다. 이 오장(五臟)이 형성된 후에 나머지 장기가 내부에서 

생성한다. 비장은 조직을 생성하고 폐는 위장을 만들어내며 신장은 뇌를 낳고 간은 뼈를, 심장은 

살을 만든다. 이 오장 덕분에 9개의 구멍이 생긴다. 비장은 콧구멍 두 개를 만들고, 간은 눈 두 개

를, 신장은 귀 두 개, 폐는 입을, 심장은 몸 아래 두 개의 구멍을 만든다. 다섯 달이 지나면 완전체

가 되고 열 달 뒤면 태어난다.’ 원시적이고 투박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중국 고대 철

학에서 보이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관점과 만물과 인간 진화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

실이고 꽤 수준이 높다. 

고대 중국 철학자들은 과학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 기원에 관해 수준 높은 관점을 갖게 되

었다. 고대 중국 철학의 인간 기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특별한 것은, 인간 기원의 원인을 초자연

적인 이상주의의 기원에서 찾든지 순수한 물질세계의 자연적 기원에서 찾든지 간에, 고대 중국철학

자들은 인간이 가장 높은 단계의 물질에서 진화, 즉 공기에서 식물, 동물, 인간으로 진화했고, 다른 

동물과는 다르고, 그 어떤 만물보다 고귀해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 중요한 특징이란 사회성이라는 특징과 본성이다. 춘추좌씨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인간은 

신념, 지식, 용기를 가졌기에 인간이다. 신념이 있으면 왕을 배신하지 않고, 지식이 있으면 남을 해

롭게 하지 않으며 용기가 있으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잃으면 인간이라 부를 수 

없다.’

이번에는 인간 본성 문제를 보자. 인간 본성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진나라 시대의 유교 철학은 

도덕과 심리학의 기초적 범주를 명확하게 세우는 데에 몰두했고 마음과 본성, 사랑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만들어냈다. 이 세가지 범주는 각기 다르지만 매우 밀접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메커니

즘을 형성하고 인간의 도덕적, 심리적, 정신적인 삶을 형성했다..

유교철학 개념에 따라 인식되는 본성은 인간이나 사물을 만들어낸 원리이며 인간 정신의 정수를 

만들어낸 원리이다. 하늘이 내려준 출생 순간부터 인간은 본성이 있어서 고대 중국 철학의 범주가 

선험적 이상주의 안에서 드러난다. 중용에 이렇게 나와있다. ‘하늘이 내려준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이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도를 닦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중용, 대학). 순자는 ‘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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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성을 하늘의 성취라고 본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소치이며 명령이

다. 이 관점을 따라 고자(告子)도 “삶 안의 삶은 본성이다”라고 했다. 순자도 “본성은 투박하고 원시

적이다”, 또는 “본성은 태어난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 했다. 

인간의 정신적인 삶에서 본성의 범주와 연계되는 것은 ‘마음-머리’ 범주이다. 이것은 진나라 이전 

유교 철학의 인간 본성 인식의 틀로 보자 중요한 도덕적 심리적 철학적 의미가 있는 범주이다. 맹

자 때부터 줄곧 각기 다른 시대에도 마음-머리라는 범주는 각기 다른 내용이 보태지면서 발전을 거

듭했고, 함축된 의미가 계속 확장되었다. 맹자 사상에서 마음-머리란 마음과 도덕적 양심, 선의 실

마리, 우주와 만물의 정수이다. 순자에게 마음-머리는 생각할 때나 이용하고 몸속 오장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 이용하는 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유교에서 마음-머리가 갖는 함축적 의미는 꽤 다채롭지만, 종합해보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

다. 마음-머리는 정신과 인간의 주인이고 마음-머리는 우주의 정수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진유교

는 마음-머리의 주제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가령 선한 마음-머리와 악한 마음-머리가 있고, 자

각하는 마음-머리라는 주제가 있으며 마음-머리는 인간의 정신과 무의식이고, 마음-머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인간의 주인이다 등의 주제로 확장되었다. 마음-머리를 온 우주의 정수라고 보는 문제를 

놓고 맹자는 이렇게 썼다. “정신의 체질을 다 써버린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잘 안다. 자신의 본성

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안다.”, “만물은 우리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맹자가 유교에서 마음- 머

리를 중시하는 학파의 창시자이다. 순자는 “마음-머리는 몸의 왕이요, 정신의 주인이다”라고 했다. 

“마음-머리는 도의 주인이다. 그래서 지식의 정수는 도를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왜 도를 알아

야 하는가? 도는 마음-머리 덕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 마음-머리가 도를 알 수 있는가? 마음-머

리는 無의 상태이며 유일무이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머리는 어디에나 있지만, 無라는 

것이 존재한다. 마음-머리는 결코 둘로 갈라져 본 적이 없어 유일무이하다. 마음-머리는 움직이지 

않아서 고정되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철학에서 마음-머리는 仁, 義, 禮, 智의 뿌리

라고도 한다. 공자는 “안회는 마음-머리를 3개월 동안 흔들림 없이 仁에 둘 수 있다”고 했다. 맹자

는 “우월한자의 본성은 仁, 義, 禮, 智다.”라고 강조했다. “이 네 가지 덕은 그의 마음-머리에 뿌리내

려있다.” 

유교 철학에 의하면 사랑은 도덕과 심리학 범주이다. 사랑은 인간의 마음-머릿속에 있는 감정으

로 인간 내면에서 나온다. 사랑은 대상 즉, 사람과 접촉을 하면 다양한 태도와, ‘사랑의 7가지 감각’

이라고 하는 좋아함, 증오, 기쁨, 분노, 슬픔, 욕구, 근심 같은 감정으로 분출한다. 순자는 좋아함, 

증오, 기쁨, 분도, 슬픔, 행복을 사랑의 본성이라고 봤다.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고대 중국철학은 ‘자

신도 모르는 사랑’, ‘매력’, ‘금욕적인 사랑’이라는 범주로 분류된다. 유학자들에 의하면 사랑은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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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도덕을 갖춰서 올바르며, 올바른 마음-머리가 있고 진실해야 사랑을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

다고 한다.

중용에서는 ‘기쁨과 분노, 슬픔, 쾌락이 우리의 마음-머리에서 생겨나지 않을 때가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한다. 이런 감정이 생겨 적절한 수준에 오르면 ‘조화’라고 한다. ‘화가 나면 올바르게 행동

하지 못하고 겁을 먹어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며, 근심 걱정이 있어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다.’. ‘머리가 없으면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들으려 해도 안 들리고 먹으려 해도 음식 맛을 모른

다. 사람이 수양하려면 머리가 올바른 상태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순자는 사랑을 규

제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감정을 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

다; 특히, 우리는 사랑을 규제하도록 禮를 갖춰야 한다고 한다. 사랑을 다스리는 禮를 갖추면 화도 

별로 안 나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다.

선진유교 철학에서 인간 본성을 살펴보자. 마음-머리와 본성, 사랑의 범주는 다르지만 서로 밀접

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의 도덕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계 속에

서 본성은 사랑의 뿌리이며 사랑은 본성을 이용한다. 그리고 사랑은 기존의 본성 때문에 생성된다. 

사랑은 그 자체로는 사랑이 아니며 본성 때문에 존재한다. 본성은 그 자체로는 본성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본성이 맑다. 마음-머리는 구체적이고 본성은 추상적이다. 마음-머리는 내면적이고 본성

은 외부로 드러나 보인다. 마음-머리는 본성으로 합쳐져 있다. 어떤 식의 마음-머리라도 그에 상응

하는 본성이 있고 본성의 상태가 그에 상응하는 마음-머리를 표현한다. 마음-머리가 밝게 빛나면 

본성은 선할 것이고 마음-머리가 어두우면 본성은 악할 것이다. 본성이 주체이고 사랑이 객체라면 

마음-머리는 본성과 사랑의 뿌리이다. 마음-머리가 본성과 사랑의 주인이라면 마음-머리는 본성과 

사랑 둘 다 지배한다. 그러므로 주희는 “仁은 본성이고 연민은 사랑이며, 마음-머리가 생성되면 마

음-머리는 자연과 사랑을 지배한다.”, “仁, 義, 禮, 智는 본성이고, 연민, 부끄러움, 준수, 옳고 그름

을 아는 것은 사랑이다. 마음-머리는 본성과 사랑 둘 다 지배한다.”라고 했다.

주희는 “마음-머리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고 본성은 인간 정신의 정수이고 인간 본성 그 자

체이다”라고 봤다. 본성은 사물을 이용하고 자연스럽다. 어떤 식의 마음-머리라도 그에 상응하는 본

성이 있고 본성의 상태가 그에 상응하는 마음-머리를 표현한다. 우리는 마음-머리와 본성을 끌어들

여 사람, 사물과 접촉을 하고 대응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다양한 감정, 가령 좋아함, 증오, 기쁨, 분

노, 슬픔 등을 표현한다. 이걸 “사랑”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마음-머리, 본성과 사랑처럼 도덕적 윤리적 범주를 토대로 진나라 이전의 유교 철학

자들은 다양한 세계관과 삶에 대한 태도를 갖고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인간 본성을 바라보

았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 본성을 공자 맹자의 주장처럼 선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공자는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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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연민, 義를 갖고 태어났다고 했다. 공자의 생각을 이어 맹자도,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선은 4대 덕목으로 드러난다. 4대 덕목이란 “선의 씨앗”이라고도 하는 선의 네 가

지 단서에서 유래된 仁, 義, 禮, 智를 일컫는다. 선의 씨앗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지니고 있고 

‘양심’이라고도 부른다. 두 번째 관점은 순자의 관점인데, 그는 인간 본성을 악하다고 봤다. 순자는 

“인간 본성은 날 때부터 사익과 욕망을 추구하며 이런 본성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의무를 저버리고 이성을 방해하며 잔인해진다.”라고 봤다.

2. 선진유학자들이 삶에서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보는 인식

다음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과 위치를 보는 진나라 이전 유학자들의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간은 고귀하고 만물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선진유학자

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만이 만물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 하늘은 만물을 낳았지만, 

인간만이 고귀하다.”, “인간은 가장 우월한 존재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마음이다.” 유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음양과 하늘과 땅의 산물이기 때문

이다. 그들은 “인간은 하늘과 땅의 선한 결과요, 음양이 만나는 곳이고 동물과 지적인 영혼의 결합

이고 따라서 다섯 가지 원소 중 가장 순수하고 섬세한 물질이다.” 인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과 사회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질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로, 인간의 탄생과 존재,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늘의 뜻을 따른다. 이것이 공자 맹자의 

‘하늘의 뜻’이라는 관점이다. 도는 하늘의 뜻에 따라 실행되기도 죽기도 한다. 모든 일은 다 하늘의 

뜻이다. 공자와 맹자의 관점은 도교의 관점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도교에서 인간은 道와 자

연법칙을 따르는 본성을 갖고 하늘에 복종하며, 인간은 땅의 법칙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따

르며 하늘은 도의 법칙을 따르고 도는 고유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고유한 자연은 물질적인 요소

와 도교 사상의 변증법적 즉흥성을 표현한다. 이것이 도교의 관점이다.

셋째로, 세계 속의 인간의 역할과 위치를 강조하는 관점인데, 특히 사회 속의 인간의 역할과 위

치를 강조한다. 순자의 사상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순자는 “하늘, 땅, 사람은 자연의 세 가지 요

소이며 각자 맡은 기능이 있다. 하늘에는 4계절이 있고 땅은 생산하고 사람은 정치문학을 갖고 있

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에 양분을 주고, 사물을 만들고 다룬다. 그리고 하늘의 명령에 맞서고 대

응한다.”라고 설파했다. 이런 관점은 세상 속 사람들의 역할과 위치를 보여준다. 이 관점은 무신론

적 물질주의의 관점으로서 삶에서 인간의 의지가 진보한다고 본다.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신비주의

적 이상주의인 ‘하늘의 뜻’ 관점과는 상당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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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원과 본성, 역할, 위치 등의 다양한 개념에서 비롯된, 인간 훈육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이 

선진유교 철학에서 발견된다. 이 시대의 유생들은 포괄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보았다. 유생들은 교육의 

목적, 대상, 내용, 방법에 관심을 가졌고 윤리교육, 仁, 義, 禮, 智, 충실함, 동정심, 용감함과 명예 등 인

간성에 관한 교육 이론 개발에 기여했다. 이들은 또한 문화, 올바른 행동, 충성과 신뢰에도 관심을 가졌

으며, 위에 제시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깨우쳐주었고 온고지신의 덕목도 알려주었으며 언제 어디

서나 배우고자 했으며 학습과 실천을 접목하기도 하고 멘토로서 관찰하는 법이나 내면을 반추하는 방법, 

명상, 직관력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공자의 사고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논어에서 공자는 명예로운 사람은 하늘의 道와 선행 유지에 몰두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공부

의 가장 큰 목적으로 도를 깨우치는 것 이외에도 관료로 일을 하며 나라 정치에 간여하는 것도 중

요하다고 공자는 가르쳤다. 자신들의 나라가 길을 잃고 헤매게 내버려 두는 지식인들은 보물을 가

슴속에 감추듯,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공자에게 가르침이란 백성의 통치자에게 충분히 禮, 義, 충실함 등을 가르쳐 백성들이 자식들을 통치

자 밑에서 기꺼이 복무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공자는 영공이 그에게 싸움과 전투에 관해 묻자 진노하

며 떠나버렸다. 논어 위영공편을 보면, 위영공이 공자에게 군 전술을 물어보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제물의례는 알아도 군 전략은 공부한 적이 없소.” 다음 날 아침 공자는 떠나버렸다.”

공자에 의하면 배움은 도와 문학, 6예에 맞춰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아침에 도를 듣

고 오후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주 시, 문헌, 禮, 음악을 

가르쳤고 그가 가르친 네 과목은 문학, 올바른 행위, 충성심, 신뢰였다. 괴물, 힘, 혼란, 영혼은 아

예 입에 담지도 않았다.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으로 공자는 스승과 제자 간에 열린 의견 제시와 대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주창했다. 그래야 배우는 사람의 활력과 창의성, 독립심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제자들

에게 지겨워하지 말고 늘 시도해 보라고 요구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려는 의지

가 없는 사람은 난 안 가르친다네. 진리를 놓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진리를 말해주지 않지.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가르치지 

않네.” 특히 공자는 공부와 실천의 일치를 강조했고, 제자들에게 “더 많이 듣고 옳은 행동을 선택해 

따르도록 하고, 더 많이 봐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라. 지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에 내 말을 명심하거라”라고 늘 가르쳤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만하지 말고, 독단적이지 말라고 

가르쳤고 아집과 고집은 배움으로 억누르라고 충고했다. “주관적이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실수를 

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위대한 스승으로서 사립학교를 중국 역사상 최초로 개설한 공자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주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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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사람을 가르칠 때 계급이나 부류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자는 똑똑한 사람과 바보가 있다고 보았다(둘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다). 공자가 말했다. 

“하늘의 뜻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공부를 통해 그것을 깨우친 사람이 그다음이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다음이요, 한계가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최

악이다.” 공자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시킬 때가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 일을 하는지 설명하지는 말라. 그들은 깊은 뜻을 이해 못 하기 때문이다.” 

공자가 이런 행동을 보인 까닭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습관화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가장 현명한 자와 가장 멍청한 자는 바뀌지 않는다.

요컨대, 인간의 사고를 계발하는 과정은 선진유학자들이 보기에는 사상가들의 추측에 의한 산물

이나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여러 사상은 필수적인 특질을 기반으로 하고 춘추전국시

대 중국의 사회 역사의 필요성에 기반에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이때 중국 사회는 뿌리부터 광범위

하게 역사, 경제, 정치, 사회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대 변혁기가 닥친 이런 역사적 시대에 접어들자 많은 사상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만

든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문제는 중국 고대철학에, 특히 선진유

교 철학의 중심이 되었다. 사회현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시경’, ‘서경’, ‘예운’, ‘주역’, ‘춘추’ 같은 고

대 중국 경서들에서 다루었던 인간 문제에 관한 생각의 전제에 기반해 진나라 이전 유학자들은 인

간에 관한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인 속성개념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했다. 인간 기원과 본성에 대한 

관점, 세계에서 인간의 역할과 가치를 증진하는 의견, 그리고 다양하고 예리한 내용으로 인간을 교

육하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인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성개념이 있었다.

진나라 때 유교에는 사회적인 삶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진나라때 유교

가 인간의 위치와 역할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이나 인간 가치 보호, 미덕을 알리고, 신

뢰, 仁, 義 등의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아름다움, 즉 선이라는 진실을 보여주려는 등, 인간에게 관

심을 두는 주제에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진나라 이전 유학자들은 태평

성세였던 요순시대처럼 계급제가 정착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길 원했다. 그러기 위해 유교는 ‘8

조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조목이란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물의 이치 공부하기), 지

식을 배우고(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깨우치기),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곧

은 생각하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정직함), 의지가 진실하면 생각이 올바르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는 자신을 계발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집안을 다스리게 되고, 지방 질서를 잡는 통치에 지속해서 

참여해서 결국 세상을 안정시키는 통치를 한다.’ 비록 역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명징한 주제로 유교, 특히 선진유교 철학은 현대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과, 중국, 베트남처럼 역사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국가들의 발전에도 유용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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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tle� of� my� presentation� for� this� conference� is:� Transnational� Friendship� based� on� Confucianism� — A�
Story� of� Exchange� between� a� Korean� scholar� and� a� Mongolian� scholar� in� 1780.� As� well� known,� in� the�
pre-modern� times,� especially� in� the� 14th� to� 19th� century,� huge� amounts� of� Korean� envoys� went� to� China�
with� diplomatic� mission� but� actually� caused� deeper� and� more� important� culture� exchanges� between� China�
and� Korea.� The� story� I� tell� is� just�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two� leading� roles� in� the� story� were� named� Bo� Ming（博明） and� No� Yi� Joem（노이점）.� Bo� Ming�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figures� of� Mongolian� scholars� in� Qing� Dynasty,� and� has� a� certain� position� in� the�
history� of� Mongolian� literature.� No� Yi� Joem� was� a� Korean� scholar� who� knows� China� well� and� was� invited�
to� join� the� envoy� group� as� an� advisor.� In� the� year� of� 1780,� Bo� and� No�met� in� Beijing.
Bo� and� No� met� two� times� in� Beijing,� they� cannot� communicate� to� each� other� by� speaking,� so� they� wrote�
to� each� other,� because� they� all� knew� Chinese� characters.� This� kind� of� communications� last� for� very� long�
time� and� they� talked� about� many� kind� of� topic� such� as� Korean� and� Chinese� history,� poem� writing,� famous�
persons� in� both� countries…But� what� they� talked� most� was� about� Confucianism� including� Confucian� sages�
and� theories,� Confucian� Classics,� their� understanding� of� Confucian� theories� and� so� on.� By� the� second� time�
they�met,� they� talked� from� noon� to� night� and� still� didn’t� want� to� stop.
Between� their� two�meetings,� No�wrote� several� poems� and� send� them� to� Bo� as� presents.� Bo� sent� back,� too.�
After� the� second� meeting,� before� No� left� Beijing,� he� wrote� a� long� letter� to� Bo,� which� showed� high� respect�
to� Bo� and� commemorated� the� friendship� between� each� other.
No� Yi� Joem� wrote� diaries� when� he� was� in� Beijing,� and� now� his� diary� is� completely� preserved.� In� his� diary,�
there� are� around� 6000� characters� which� recording� his� communication� with� Bo�Ming.� Though� this� diary,� we�
can� witness� their� academic� exchanges� and� friendship� as� well.� There� is� no� doubt� that� their� common� interest�
and� pursuit� of� Confucianism� have� achieved� their�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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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정보

발표제목 유교에 바탕을 둔 다국적 우호— 
1780년 조선인 노이점(盧以漸)과 몽고인 박명(博明)과의 교유

키 워 드 유교 문화,�한-중 유교 문화 교류

본인의 이번 학술대회 발표 제목은 유교에 바탕을 둔 다국적 우호 — 1780년 한국 학자와 몽골 학자의 교류 이야기
이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근대 이전,�특히 14�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수많은 한국 사절단이 외교적 임무를 띄고 
중국으로 건너 갔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한국 간에 더욱 깊고 중요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보명(Bo� Ming,�博明)과 노이점(No� Yi� Joem)이다.�보명은 청 왕조의 몽골 학자들을 대표하
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몽골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노이점은 한국의 학자로서 중국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
로 고문으로 사절단에 초청되었다.� 1780년,�보명과 노이점은 베이징에서 조우하게 된다.
보명과 노이점은 베이징에서 두 차례 만났으나 말로는 서로 통하지 못했다.�하지만,�둘 다 한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신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런 형태의 의사 소통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한국과 중국의 역사,�시 쓰기,�양국의 유명 인
사 등 많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눈 주제는 유교의 현자,� 이론,� 유교 고전,�
유교 이론에 대한 본인의 견해 등에 관한 것이었다.�그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그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
눴고,�그 이야기는 끝이 날 줄 몰랐다.�
이 두 차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이,� 노이점은 보명에게 몇 편의 시를 써 그에게 선물했다.� 보명 역시 그에 답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노이점은 베이징을 떠나기 전,� 보명에게 장문의 편지를 통해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고,� 서로 
간의 우정을 기념했다.�
노이점은 베이징에 있을 때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는 현재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그의 일기에는 보명 과의 서신 왕래
를 기록한 약 6,000개의 문자가 있다.� 그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학술적 교류와 우정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공통 관심과 유교 지향적 연구가 결국 우정도 쌓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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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立在儒学共识基础上的跨民族友谊

——1780年朝鲜人卢以渐与蒙古人博明的交游

王鑫磊

复旦大学 文史研究院

众所周知，14至19世纪，大量朝鲜王朝的使行人员因外交使命前往中国，这一大规
模、持续性的人员往来活动，也带来了中国与朝鲜半岛间深入的文化交流。特别是参与

使行活动的朝鲜士人，往往会积极主动地寻求与中国知识分子会面，并以笔谈这一特殊

的方式，与之进行交流和探讨。
在目前留存的大量朝鲜时代燕行录和文人文集资料中，可以发现很多中韩士人的笔谈

记录，其中较具代表性的有许篈的《朝天记》、洪大容的《乾净衕笔谈》、朴趾源的

《热河日记》等。中朝士人间笔谈的内容十分丰富，而其中有关儒学问题的探讨更是占

据了大量篇幅，因为对当时的中韩两国知识分子而言，儒学是一种“共同的学问”，是他们
最容易产生观点交流和形成情感共鸣的方面。

关于中韩士人的笔谈和交游，学界已有大量的研究成果，再次，我就不再重复介绍那

些鼎鼎有名的案例，而是选取一个几乎不为人知、但又具有一定特殊性的中韩士人交游

故事进行讲述。这个故事的主人公分别是朝鲜人卢以渐和蒙古人博明。他们二人的交游

故事发生在1780年的北京。

1、卢以渐其人

卢以渐（(1720-1788），字士鸿，号楸山，本贯万顷1)。万顷卢氏一族历史上，曾出现
卢应晥、卢应晫、卢应晧三兄弟于“壬辰倭乱”（即1594年丰臣秀吉派兵侵入朝鲜的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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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称为“文禄之役”）中组织义兵追随名将赵宪英勇抗倭，并最终和赵宪在金山之役中共

同赴义的事迹，时称“三义士”2)。但其家族辉煌史也仅此而已，整个朝鲜时代，万顷卢氏

一族中科举及第者仅有七人，怎么看也算不上是两班望族。卢以渐的父亲卢彦骏是以武

科出身仕官，所以他并没有深厚的家学基底，学习道路走得也比较艰难，直到37岁才通

过司马试取得进士身份3)，这在当时朝鲜来说绝对算是“高龄”进士。在仕途上，卢以渐也

没有太大的成就，仅担任过长陵参奉和汉城府西部奉事等比较低微的官职。然而，家族

史上的“三义士”事迹，对其思想成长产生了深远影响，特别是当在“壬辰倭乱”中给予朝鲜
援手的明朝被清朝取代后，其因追崇先祖而形成了极其鲜明的“尊明排清”的思想，这一点

在《随槎录》中多有体现。而根据《万顷卢氏世谱》记载，卢以渐有遗稿二十一卷，算

是不少。另据记载，他与当时以诗文闻名的申光河（1729-1793）素有往来，由此推测他

在文章、诗文方面当有一定造诣，而这一点从《随槎录》中留存的诗文材料也可得到印

证。1780年，卢以渐已经61岁，如此高龄尚被指派前往中国，最主要的原因就是他对中

国历史文化有很深的了解，可以在使行途中起到类似顾问的作用，这一点从《随槎录》
中他对一些中国历史地理问题的考据性文字中亦可见一斑。4)

1) 今韩国全罗北道金堤市万顷邑一带。
2) 今韩国忠清北道报恩郡水汗面有纪念赵宪的后栗祠，祠中有一碑文提及卢氏三义士事迹：“万顷卢氏。以高丽平章

事万顷君克淸为鼻祖，入我朝，讳革，文科牧使。生讳自羽，生讳竹鸣，俱参奉。生讳一仝，生讳世得，俱奉事，
赠参议、参判。参判公娶咸安赵氏泽之女，生三男，长曰应晥、次曰应晫、季曰应晧，世所称三义士者也。长公字

明远，号守庵，自幼颖悟，长而重，以孝友文学世其家，师事重峯赵文烈先生。当壬辰倭乱，与二弟倡率义旅从先

生矢死讨贼，享怀仁后栗祠。”又，今韩国忠清南道公州市牛城面贵山里有万顷卢氏三义士生家址（出生地故

居），内设三义祠，并立有三义士殉义碑。
3) 朝鲜时代科举分小科与大科，小科考试又称司马试（朝鲜根据《礼记.王制》将生员进士称为司马），是生员取得进

士身份的考试，只有通过小科考试，才有资格参加大科考试。大科分为分文科、武科、杂科，通过初试、复试后就

算合格，最后参加殿试，然后可以被授予官职。也就是说，司马试是大科的资格考试，而大科考试才是决定能否入

仕为官的考试。
4) 关于卢以渐其人情况，参见前引《韩国汉文燕行文献选编》中《随槎录》解题，见该书第21册，第167页；权延雄

《卢以渐的<随槎录>：解题和原文标点》，142-143页；金东锡《有关卢以渐<随槎录>的研究》，262-264页；韩国

系谱研究院编《韩国人族谱》，日新阁，1977年12月出版，第363-364页，“万顷卢氏”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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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博明其人

博明，清乾隆年间蒙古人，其事迹在《清史稿》、《清史列传》等官纂史书均无记
载，方志、诗文总集等文献中虽见其小传，但甚为简略。然而，这一于正史名不见经传
的人物，在当代蒙古族的文学史叙述中，却被赋予了较高的地位。
以近人研究为例，荣苏赫，赵永铣主编的《蒙古族文学史（第二卷）》（内蒙古人民

出版社，2000）分生平和诗歌创作两部分，对博明生平进行了简单的阐述；赵相壁著 

《历代蒙古族著作家述略》（内蒙古人民出版社，1990）、黄泽主编的《中国各民族英

杰》（陕西人民教育出版社，1999）和白·特木尔巴根著《古代蒙古作家汉文创作考》
（内蒙古教育出版社，2002）等书中，均辟出专门的章节介绍博明的生平事迹及著述。5)

蒙古族学者白·特木尔巴根对博明有这样一段评价文字：“清代蒙古作家中, 博明以其

文史兼善、 多才多艺引起人们的普遍关注。他出身贵胄，精通本民族的语言文字，于蒙

古乃至北方民族的历史文化无不贯穿娴习。又谙熟汉语、藏语、满语，雅善琴棋书画，
文学造诣尤深。其文学创作和史学杂著均得到同人的推重，流布士林，嘉惠后学，影响

极为广泛”。他甚至不吝以“一代硕儒”来界定博明的历史地位。6)  

对博明生平的考证，最早见于1985年赵相壁《清代蒙古族诗人博明》7)一文，后又有若

干学者陆续加以考证和补证。8) 以最新发表的关于博明研究的综述性论文为例，其中对
博明生平的概述如下：
博明，原名贵明，字希哲，一字晰斋，又号西斋。博尔济吉特氏，世居乌叶尔白柴地

方。其高祖天聪时入清，隶满洲镶蓝旗。祖父舒穆布在康熙朝曾任两江总督。博明雍正9)

末年出生于京师，乾隆十二年(1747年)丁卯科乡试中举，十六年(1751年)肄业官学，十七

年(1752年)壬申科会试中式，选庶常馆，散馆授翰林院编修。二十三年(1758年)任起居注

5) 参见王荔：《清代蒙古族诗人博明研究述评》，载《文学界》，2012年第6期，第191页。
6) 参见白·特木尔巴根：《清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载《民族文学研究》，2000年第1期，第64页。作者

在文中写到：“关于博明的生平问题，《清史稿》、《清史列传》等官纂史书均无记载，方志，诗文总集所收小传

甚为简略，致使一代硕儒的事迹几乎湮没。”

7) 赵相璧：《清代蒙古族诗人博明》，载《内蒙古社会科学》，1985年第3期，第67-71页。
8) 代表性的研究有：（1）前引白·特木尔巴根：《清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2）方华玲：《博明生卒年

份考辨》，石家庄学院学报，2014年第1期，第9-11转18页。
9) 引文此处疑有误，当为康熙末年，或雍正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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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凡七年。二十八年(1763年)以洗马出守广西庆远，三十七年(1772年)任云南迤西道，
后降职，入为兵部员外郎。四十二年(1777年)春任凤凰城榷使。五十年(1785年)在京，与

千叟宴，作纪恩诗。其卒年虽未见明确记载，然仍可考。著有《西斋偶得》、《凤城琐
录》、《西斋诗辑遗》、《西斋诗草》等。10)

考证博明生平的研究论文，以白·特木尔巴根的《清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
最具代表性，除参考正史资料外，作者还从《八旗文经》、《八旗满洲氏族通谱》、
《清代馆选分韵汇编》、《皇朝词林典故》、《清秘述闻》、《晚晴簃诗汇》、《雪桥
诗话》、《春融堂集》、《宫中履历片》等大量文献中寻找零星散落的记载，勾勒出博

明的生平经历。11)

然而，关于博明的生平，尚存在两大争议：一是关于博明生卒年，一种观点主张博明

生于康熙五十七年（1718年），卒于乾隆五十三年（1788年）；另一种观点则认为博明

生于康熙六十年（1721年），卒于乾隆五十四年（1789年）。第二个争议是关于博明履

历中任云南迤西道的时间，一种观点认为是乾隆三十三年（1768），另一种观点主张是

乾隆三十七年（1772）。12)

目前，学界对博明生平事迹的研究，除梳理清楚其生平经历外，就是通过对其存世著

述的分析，论述其在文学（诗文）、经史、蒙古族历史语言学等学术思想方面的成

就。13) 此类研究所利用的资料，不外乎四种，即《西斋诗辑遗》、《西斋诗草》、《西

斋偶得》和《凤城琐录》，其中前两种为诗集，后两种为笔记。
总的来说，博明这一人物，因其蒙古人的特殊身份，得到了特定研究领域研究者的关

注。面对研究资料匮乏的事实，研究者们下了极大的资料检索功夫，将从地方志、诗文

集、清宫档案等类型文献中找寻到的间接的、零散的资料进行整合，拼图式地完成了对
博明生平经历的重现，实属不易。另一方面，博明虽有著述存世，但就篇幅和内容而言

10) 前引王荔：《清代蒙古族诗人博明研究述评》，第191页。
11) 参见前引白·特木尔巴根《清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一文。
12) 关于此两点争议的具体情况，可参考前引白·特木尔巴根《清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方华玲《博明生

卒年份考辨》及朱则杰、卢高媛：《清代八旗诗人丛考》，载《苏州大学学报》，2013年第2期，第125-128页。
13) 相关研究有：（1）前引赵相璧《清代蒙古族诗人博明》。（2）白凤岐：《略谈博明的<凤城琐录>》，载《满族

研究》，1988年第3期，第31-34页。（3）程作新：《浅析博明的哲学思想》，载《内蒙古社会科学》，1989年第

2期，第20-24页。（4）程作新：《蒙古族学者博明的唯物主义思想》，载《内蒙古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

版）》，1992年第2期，第23-28页。（5）米彦青：《清代蒙古诗人博明与其<义山诗话>》，载《内蒙古大学学

报》，2009年第5期，第88-9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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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算丰富，故可供阐释其学术思想成就的空间也有限。可以说，目前学界对于博明的研

究，已经因为资料的穷尽而达到了瓶颈，难以进一步开展。

3. 卢以渐与博明的交游

从某种程度上说，这两个人在韩国和中国的历史叙述中，都属于“小人物”，而我认为，
恰恰是这两个“小人物”之间的交流，更能体现中韩两国士人往来交流的一种常态性。至于

说两人的交游有一定的特殊性，一是因为二人见面时，都已是年逾六旬的老人，可谓“白

头之交”；二是因为博明是蒙古族人，在目前所见燕行时代中韩士人交游案例中，属于特

例。
今天，我们之所以能够详尽地了解卢以渐与博明二人的交游过程，是因为卢以渐将二

人笔谈经过和内容详细地记录在他的使行日记《随槎录》中。卢以渐与博明两次笔谈的

记录，计约6000余字，皆录于《随槎录》中，而卢以渐致博明的两封书信，亦皆全文照

录于《随槎录》中。
目前，已经出版的《随槎录》有三种，其一为林基中所编《燕行录全集》第41册收

录，其二为复旦大学文史研究院与韩国成均馆大学东亚学术院编《韩国汉文燕行文献选
编》14) 第21册收录，此二者均为原文影印本。而该文献的原本，均是收藏在韩国庆北大

学中央图书馆的版本，为笔写本，不分卷，一册，总共有169页。15) 除此之外，还有韩
国学者金东锡的国译版本。16)

卢以渐与博明的会面并非偶然，是因为他从1749年出使的俞彦述的日记中了解到博明

的学问后颇为仰慕，于是专门托一位名叫赵明会的主簿介绍博明与自己见面。17) 事实

14) 复旦大学文史研究院与韩国成均馆大学东亚学术院合编《韩国汉文燕行文献选编》，复旦大学出版社，2011年7月
出版。

15) 原本所藏处图书编号为：古811.5노69ㅅ。原本所藏处信息，在《韩国汉文燕行文献选编》中提到，而《燕行录全

集》未提及。但《燕行录全集》收录的《随槎录》版本，从字迹、版面布局以及纸张底纹细节等方面看，基本上

可以断定也是庆北大学中央图书馆的藏本，但是《全集》收录的这个版本，页数却只有165页，较之《选编》少了

4页。经查系《全集》本存在缺页问题，所缺为原本第39、124、156、157页，也即《选编》本的第211、296、32
8、329页。鉴于此，本文的引注，都以《选编》本为准。

16) 노이점 지음；김동석 옮김，“열하일기와의 만남 그리고 엇갈림,수사록”，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17) 卢以渐在日记中写到：“余曾见俞判书彦述为书状时日记，则盛称博明学术文章，心甚嘉之，来此后欲为结识”。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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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不仅俞彦述的日记提到过博明，1766年出使的洪大容也提到了他，按照洪大容的说
法，朝鲜使节到北京以后做各种买卖主要通过黄、郑两姓商家代理，而博明是其中黄家

的女婿，每次使节向担任翻译的中国人（他们通常都直接介入到买卖过程中，与两家商

户很熟悉）打听当地有学问的人时，他们首先推荐的当然就是自己最了解的博明。18) 这
就解释了为什么博明与朝鲜使节往来密切的原因。而朴趾源的记载也证实了这一点：“岁
价之入燕也，士大夫使员译求书堂额，则必博明之笔也……盖明乃朝鲜主顾黄氏之婿。故

员译知博起居善书”。19) 其后，1776年的进贺兼谢恩正使李溵，当也与博明有过交

往，20) 同年，三节年贡使书状官申思运的随员罗杰，曾向博明请教“碽妃事”。 21) 而到

了 1780年，卢以渐和朴趾源两人都和博明有过接触和笔谈。卢以渐和博明的两次笔谈分

别发生在这一年的八月初十和八月二十二日，地点都是在朝鲜使者下榻馆舍旁的小酒馆
里。朴趾源《热河日记》的“山庄杂记”中记载了和博明的一段对话，22) 而据卢以渐记
载，他与博明第二次对谈时，朴趾源也参与其中。23)

卢以渐经由赵明会的引荐，于八月初十日与博明首次见面，并进行了长时间的笔谈。
见面后，博明给卢以渐留下的最深刻印象就是在学识方面，卢以渐称其“博学多闻”、“至

于天文、地理、医术、音律，无所不通”。同时，卢以渐对博明的外貌做了粗略的描写，
称其“容貌不扬，而眼彩射外”。 24)

见《随槎录》，收在复旦大学文史研究院与韩国成均馆大学东亚学术院合编《韩国汉文燕行文献选编》，复旦大

学出版社，2011年7月出版，第21册，第255-256页。卢以渐提到的俞彦述于1749年（乾隆十四年）任书状官出使

清朝，其有《松湖集》六卷三册存世，现藏首尔大学奎章阁，图书编号：古 3428-78-v.1-3。
18) “数十岁以前，使行入燕，凡公私买卖。惟有郑黄两姓当之……黄商豪富，本不及郑商，然子孙犹世守其业，有婿曰

博明，蒙古人，善书能文章，每使行访问秀才，译辈必以博明应之。其后登科为翰林编修。是行亦问之，方为南

方知府云。”，见洪大容《湛轩书》外集卷七·燕记·铺商，收入民族文化推进会《韩国文集丛刊》，景仁文化社，
1990年版，第245册，第258页。另，洪大容出使时间是1766年，此处“方为南方知府云”的记载，与博明于1763年
出守广西庆远府相契合。

19) 见朴趾源《燕严集》“卷七·别集·钟北小选·记·翠眉楼记”，收入民族文化推进会《韩国文集丛刊》，景仁文化社，
1990年版，第252册，第153页。

20) “博明书扇纸本。博明蒙古人，自称博王孙，书极精遒，知名中国。今此二扇，皆以泥金书之。李忠穆公溵，奉使

入燕时得来者也。余得以藏宝，为穉敎豪夺，为可恨也。”见南公辙《金陵集》卷二十三·书画跋尾，收入前引《韩

国文集丛刊》，第272册，第451页。
21) “近世罗杰入燕京，见博明问碽妃事。”见李德懋《青庄馆全书》卷六十·盎叶记七·碽妃，收入前引《韩国文集丛

刊》，第259册，第69页。又“余友人罗杰仲兴……岁丙申仲冬，随申书状思运入燕，其时正使，即锦城尉也。”，见

朴趾源著、朱瑞平点校《热河日记》，上海书店出版社，1997年版，第272页。
22) 见前引《热河日记》，第249-250页

23) 参见前引《随槎录》，第268页。
24) 见前引《随槎录》，第261页、263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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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十四日，卢以渐致书博明，附赠律诗四首。八月二十二日，博明回访卢以渐，两

人再次展开笔谈，朴趾源后至，也加入了笔谈，之后先行离开，最后卢以渐与博明二人

笔谈至“日暮罢归”，临别之时两人相约“必图后晤”。25)

卢以渐和博明两人的笔谈，既有卢以渐向博明提出关于中国学术文化的问题然后博明

进行回答的内容，也有在个别问题上两人展开深入讨论和交锋的内容，其中涉及中国儒

学流变、科举、三教问题、程、朱后人的情况、诗文创作的谈谈等等，甚至还有一些具

体的地名考据问题，在此不能一一展开，试举二例。
比如，两人第一次笔谈时，在一番简短的寒暄之后，卢以渐向博明提出的第一个问题

就是关于中国儒学流变及现状。后者用高度概括的语言指出了程朱理学始终一脉相承至

今，陆王心学兴起沿革及产生影响的过程，最后表达了中国当时儒学仍以程朱理学为正

统的观点。

余曰：曾闻中华道学分而为二，朱、陆并行，今则抑或归一耶？
明曰：道学至北宋而大，明朱子承周、程、张四子之后集其大成，自为嫡派，

同时象山翁崛起于江右，其学以尊德行为主，遂与朱子异，然所异无甚大也。明

阳明王氏一以陆为法，主致良知，致良知本出孟子，非异说也，但其冥心求道，
不觉流入禅家矣。其初显与朱异，后复为晚年定论之学，将欲援朱而入陆，则不

可也。阳明其忠孝大节、文学武功，震于一时，学人为其所笼，遂入王矣。然道

学究以程、朱为正。26)

事实上，这只是两者关于儒学讨论的开始，两人在第二次见面时，围绕理学与心学展

开的对话，占据了笔谈的绝大部分篇幅，包括对德与性、心与理关系的讨论等。总的来

说，卢以渐对自己并不熟悉的心学知识比较感兴趣，希望通过博明的介绍了解更多，而

两人以程朱理学为儒学正统的观念始终是一致的。同时，二人还以问答的形式，逐一对
儒家经典《大学》、《中庸》、《论语》、《孟子》、《书经》、《诗经》、《春

秋》、《礼记》中的核心观点展开讨论，并提出各自的见解。

25) 见前引《随槎录》，第277页。
26) 见前引《随槎录》，第256-25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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仍曰：“平生粗读圣贤书，而疑碍者多，今奉邃学，仰质如何？”

博曰：“谨当如戒。”

余曰：“《大学》首章<明德>指性而言耶？指心而言耶？”

博曰：“宋儒所说，性即理也，盖性善之性，非知觉运动之性，若离理言性，则
是佛书之明心见性，道书之性命双修，而非吾儒之性也。心之当然，即理之本

然。”

余曰：“谓之性，则只言理，谓之心，则兼理气而言耶?”

博曰：“有觉谓之心，心之本曰性，性之本则理。”

余曰：“格物之‘格’字，象山翁谓之捍也，未知何如耶？”

博曰：“以朱注为正。”

余曰：“《中庸》则载道之书也，首章天命之性，朱子释之以各正性命。人物之

性各自不同，然虽有偏全之殊，而一原则同。禽兽草木皆有仁义礼智之性耶？”

博曰：“《中庸》之书，辟异端之书也。（此调未谓古人言过）盖子思子之时，
正异端大行之时，子思作《中庸》以明道，故谓各正者，人之皆正也。至能尽物

之性，则兼物而言，盖人具五性之全，禽兽则间有具一二性者，草木之性，则顺
天地以为性，而不可与人比也。”

余曰：“《论语》云：性相近也，性岂有相近耶？”

博曰：“性有刚柔健顺之不同，大段不同，然其为善之理则一如。柔者，吝于改

过，而仁慈则为善。刚者，逞憎暴，而敏于改过则善，揆其本原，则不相远，故

日近。入习气则南辕北辙矣。”

余曰：“愚之所问者，以为天赋之性，则舜、跖无异，而孔子谓相近，故疑之

也。指气质之性而言之耶？”

博曰：“相近二字，极为员融，圣人之言也。孟子断为善，即相近处而言耳，若

舜、跖则下文之上智下愚耳。”

余曰：“《孟子》之书，多言‘仁义’二字，且言‘气’字，孔子所不曾兼言者也。圣

贤之言，有偏言仁者，有兼言仁义与气者，何也？”

博曰：“《孟子》之言‘仁义’，孟子之正也，老氏言道德，而不言仁义，读<原道

篇>可见。气字，性之大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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余曰：“《书经》道政事者也，而大道之首载者，即‘钦’之一字，为万世心学之

本也。其文灏灵而盘诰，不类于前，不类于后，抑或后人之所述耶？何其佶倔聱

牙之甚也？”

博曰：“钦字为千古主敬之本，佶倔聱牙，当时训诰之体，如今之俗语耳！”

余曰：“《诗经》之义，奥而难知，《朱注》与《程注》大异，中华则尚何注

耶？”

博曰：“诗义数百种，皆有所发明，通志堂所录，皆注疏程朱之外者也。”

余曰：“《春秋》，夫子为治之书也，传之者有四家，未知何说最长耶？”

博曰：“春秋四传，皆不能得圣人之义  自宋人已有去传言经之学，今有《御制

春秋直解》一书，盍求观之。”

余曰：“《礼记》经秦火后，多汉儒所傅会，其真本无由观矣，既是汉儒傅会，
则不可谓之经耶？”

博曰：“《礼记》之中，醇者无多，亦皆仪礼之义疏，余皆醇疵相半，岂得谓经
耶！”27)

又如，卢以渐还向博明提出关于儒教与佛、道教的关系问题，他提问的一个预设是当

时中国存在儒释道三教并行的情况，并希望了解哪一种宗教最受尊崇？博明的回答是中

国并无所谓三教并行的情况，儒学或者说儒教是凌驾与其他两者之上的存在。不仅如

此，博明还认为当时的佛教和道教都在走下坡路，其影响力根本不足以与儒学思想相匹

敌，因而也没有必要再对它们采取更多的限制措施。

余曰：三代所尚各有损益，盖大朝所尚三教之中，谁为最崇耶？
明曰：无三教之名，儒之外有二氏也。
余曰：崇儒之教钦仰钦仰。
明曰：儒，人理也，二氏自为异说，以行其志，今二氏之后衰矣，不过借其教以养

生，古之所谓大养济院，诚是也。自注曰：养济院养贫氏之所。韩子辟佛，同时僧人

皆大学问，□行足以与儒敌。韩子若生于今日，见无赖僧人，必不辟佛。28)

27) 见前引《随槎录》，第268-27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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总的来说，博明对三教问题的认知态度，和当时朝鲜士人的普遍观点比较相近，朴趾

源就曾经表达过佛教“不待辞避而其教自绝”的观点，和博明如出一辙。29)

卢以渐和博明两人年龄相仿（博明长卢以渐两岁），志趣相投，学术思想也比较一

致；两人相识之后，愈发彼此钦慕。他们的第二次笔谈持续终日，以至 “日暮罢归，深

痛怅矣”。卢以渐和博明当时都已经是六十多岁的老者，我们可以想象一下：两位白头老

者在小酒馆中相对而坐，案上谈纸成堆，不时发出阵阵会心长笑，那是何等融洽的场
面。
第二次会面以后，博明又于九月初一日致书博明，并赠律诗一首，向其表达感谢之

意，并欲相邀再次会面笔谈，然而博明当时因担任当年科举考官，已经进入试院，一月

后方得出来，故无法赴约，而朝鲜使团不日将要归国，卢以渐因此深感惋惜。

九月初一日，晴。与博员外书，而兼赠一律，书曰：“恭候再叨倾盖，辱赐勤

挚，划削边幅，披露肝腑，咳唾笑嬉，闵非琳琅，感折之心，何异羾寒门而濯清

风。第言语聋哑，犹有不尽意之叹，深庸闵菀。然窃以为聋于言者，未必聋于

心，以小人之腹度君子之不以是弃之已，向以荒陋之辞，唐突仰渎者，直出不外

之意，而讫靳琼惠，岂下俚之音，非白雪之可和而然也耶！方且愧恧之不暇，而

犹有望于高明者，感高明之不鄙夷我也。愚溪蛮徼中一涓涔，而得子厚一字之

赐，至今显于世；海隅愚生，虽甚颛蒙，岂蛮溪之不若耶？大家珠什，不翅子厚

之戏语尔！秋序将莫，客思益寥落，怀仰清范，未尝不发于梦寐。而外国之人，
踪地龃龉，不敢为趋走门屏计，一味伈伈。而然其倾泻之意，不如是之缓也。偶

得一联，更兹冒渎，只资覆瓿耳！某顿首！”书后闻博将步余韵，而适以考官入试
所，动费一月，然後罢出云。而我行匪久当发，图后之约未谐，可叹！30)

28) 见前引《随槎录》，第258页。
29) 朴趾源和清朝学者谈到本国的宗教问题时曾说：“至敝邦立国四百年，士族虽愚者，但知诵习孔子。方内名山，虽

有前代所刱精蓝名刹，而皆已荒颓，所居缁流，皆下贱无赖，维业纸屦，名虽为僧，目不识经，不待辞辟而其敎

自绝。国中元无道敎，故亦无道观，所谓异端之敎，不期禁絶，而自不得立于国中。”见前引《热河日记》·“黄教

问答”，第168页。
30) 见前引《随槎录》，第28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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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随槎录》的最后，附有卢以渐所撰写《与博詹事书》，行文中毫不吝惜赞美之

辞，称誉这一位在万里他国结识的挚友。两人之间建立起的跨国友谊，足以成为一段佳

话。

与博詹事书
某白：士之生於偏邦，一兄中华，愿也。然唯夬心于山川之雄奇，邑里繁华，京都

之壮丽，而曰获我愿也，亦末矣！何异于游蓝田之山者，只见其山之胜，而不知其采

玉也耶。中华固士君子之蓝田，而京师又蓝田之最种玉处也。敡而为荐绅大夫，韬而

混街廛市号者，殆不可以更仆数矣。孟子日：士尚友天下之士而为不足，又尚友古之

人。夫生于千百载之下，而欲尚友于千百载之上，亦已难矣。其人面目之莫接，声音

之莫闻，而犹且求之于精神气味，依稀仿佛之间，而况生乎一世，声闻相通者，为何

如耶？某荜圭贱夫也，僻在海隅，见闻荒陋，才又浅短，学识卤莽，不足以窥士君子

之藩篱。而第念天之所以与我者，初无丰啬之殊，则我何为芒芒然弃之耶？夙夜只

慄，唯亵天是惧，未尝不留心于圣贤之书，旁搜于百家之言，昉于髫龁，讫于白纷，
而一味冥墒，罔寻其绪，则恐此目之不瞑于地下，遂有奋发之志，一欲就质于中华之

君子，而山川间之，道涂辽焉。今兹之行，衣菱纡之服，涉汤火之水，跟行人之便，
而又值淫潦浃月，平陆成海，冲泥而遭没膝之灾，济川而罹灭顶之患，甚至於临不测
而屡号神明，褰裳裈而毛骨俱竦．滨死者数矣。而犹不以为悔者，其意岂浅浅也哉？
伏惟阁下学问宏邃，文章精丽，雅望著于大朝，华闻彰乎海外，虽牛走圉媪，皆知阁
下之为天下士也，何其盛也。某之今来也，所见者亦不少矣，宦野之广敞．海关之控

隘，巫闾之岳势，蓟门之烟景，不可谓不大，而犹未足以壮吾心目，惬吾素愿，只欲

一见阁下之高明，得闻博雅之论，观感于咳唾笑傲之末，而其道无由，乃者倾盖之

日，滥叨下榻之礼，德音温和，酬酢如响，首尾数十言，皆可以开发蓬蔀，挥廓云

雾。俾此朦瞽得见白日之余辉，愿此眇眇，何以得此于阁下耶！譬如羸疾将死之人，
忽逢良医之过门，投之以神丹妙剂，而遄臻于回醒，私心感佩奚百朋客也。西来之愿

于是乎谐矣！然外国之人，踪蹤臲卼，继此承诲，罔卜其期，下怀悒悒，盖觉怅怅，
唯阁下矜其愚庸，谅其忱诚，更赐末光，俾得拾其苞篱边弃物，以卒启迪之惠，如何

如何？所献四律，辞未畅意，调不入格，终落于下劣，魔徒玷高眼，不胜涂丹，而第

寓乔斗，仰慕之衷，另日怀想之意，或可頫恕之耶。固知折柳拊缶之音，不足混于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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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云韶之响，而倘蒙腆眷，惠以琼琚，则庸者佩橐筮，作传家之资。西蜀丹青，不足

以为珍，荆扬三品，不足以为宝，江南文锦，不足以为美，感戢曷既，唯阁下垂詧

焉。某拜。31)

回到本次会议的主题，今天我们在这里讨论的是儒家文化与“共存”这样一个概念的关系

问题，从我今天给大家讲述的这个两百多年前的韩国知识分子和中国蒙古族知识分子的

交游故事中，我们可以明显地感受到，跨越国家、跨越民族的“共存”是完全可以实现的，
而且还不仅仅只是“共存”，更可以有深厚情谊的缔结。同时，我们也看到，在这个故事

中，“共存”的前提其实是“共识”，即二人对于儒家学术、儒家文化的共同认知，进而产生

情感的共鸣。那么，过去可以如此，今天又何尝不可呢？或许，这也就是我们今天在这
里坐而论道，讨论儒家文化的现世价值的意义所在。

31) 见前引《随槎录》，第336-33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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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에 바탕을 둔 다국적 우호

—1780년 조선인 노이점(盧以漸)과 몽고인 

박명(博明)과의 교유

왕신레이(王鑫磊)

푸단(復旦)대학교 고등연구원

이미 알려진 대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의 많은 사신이 외교적 목적으로 중국을 향했다. 

이런 큰 규모의 지속적인 인적 교류 활동은 중국과 조선과의 깊은 문화적 교류로 이어졌다. 특히 

사행 활동에 참여하는 조선의 사신은 적극적으로 중국의 지식인을 찾아 필담이라는 특별한 방식으

로 교류 연구를 이어갔다. 

현재 남아있는 많은 조선시대 연행록(燕行錄)과 문인 문집 자료 중에서 한중 선비의 필담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허봉(許篈)의 《조천기(朝天記)》, 홍대용(洪大容)의 《건정

동필담(乾淨衕笔談)》,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가 있다. 중국과 조선 선비 간의 

필담은 내용이 풍부하고 그중 유교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 많은 편폭을 차지하였다. 당시 한중 양국

의 지식인에게 유교는 일종의 ‘공동의 학문’으로, 쉽게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중 선비의 필담과 교유에 관하여 학계에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 이미 명성이 자

자한 사례를 중복하여 소개하고 싶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수성을 지닌 한중 선비 교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인 노이점(盧以漸)과 몽고인 박명(博明)이다. 

이 두 사람의 교유 이야기는 1780년에 발생한다. 

1.� 노이점(盧以漸)

노이점(盧以漸)(1720-1788）의 자는 사홍(士鴻)이고 호는 추산(楸山)이며 본관은 만경(萬頃)이다. 

만경 노(盧)씨 중에는 노응환(盧應晥), 노응탁(盧應晫), 노응호(盧應晧) 3형제가 ‘임진왜란(壬辰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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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159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사를 보내 조선을 침략한 사건으로 일본은 ‘분로쿠의 역(文錄之

役)’이라고 부른다.)중에 의병을 조직하여 명장 조헌(趙憲) 장군을 따라 용맹하게 일본에 맞서 싸웠

으며 마지막에는 조헌 장군과 함께 금산싸움에서 목숨을 바쳐 ‘삼의사(三義士)’라 칭한다. 하지만 노

씨 일가의 영광은 여기 까지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과거에 급제한 만경 노씨는 겨우 7명뿐으로 

명망 있는 가문이라 칭하기 어려웠다. 노이점의 부친 노언준(盧彦駿)은 무과 출신 관리였으므로 가

학(家學)의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였으며 학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37세가 되어서야 겨우 사마시

(司馬試) 진사 3등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조선시대로서는 분명 ‘고령’ 진사에 해당한다. 벼슬길에서

는 노이점 역시 큰 성과가 없었다. 장릉 참봉(參奉)과 한성 서부 봉사(奉事) 등 낮은 관직에 머물렀

다. 하지만 가문의 ‘삼의사’ 사적은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임진왜란’ 중 조선을 지원했던 명나

라가 청으로 바뀐 뒤 선조를 기리며 극명한 ‘존명배청(尊明排淸)’사상을 형성하였다. 이 점은 《수

사록(隨槎錄)》에도 여러 차례 나와있다. 하지만 《만경노씨세보(萬頃盧氏世譜)》의 기록에 따르면 

노이점은 21권이나 되는 적지 않은 유고를 남겼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시문(詩文)으로 유명

한 신광하(申光河)(1729~1793)와 평소 왕래하였으며 이로써 그가 문장과 시문에 있어서 조예가 있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은 《수사록(隨槎錄)》에 담긴 시문 자료에서도 검증되었다. 1780

년 노이점이 61세 되었을 때 고령임에도 중국으로 파견된 주요 원인은 그가 중국 역사 문화를 깊

이 이해하고 있어 사행 중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수사록(隨槎
錄)》중국 역사 지리 문제에 대한 그의 고증적 문장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 박명(博明)

박명(博明)은 청(淸) 건륭(乾隆)년 몽고인으로 그 사적은 《청사고(淸史稿)》, 《청사열전(淸史列

傳)》 등 관에서 편찬한 사서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 방지(方志), 시문총집(詩文總集) 등 문헌에 간

략한 전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매우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정사(正史) 에는 나오지 않는 이 

인물은 당대 몽고족의 문학사 서술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룽쑤허(榮

蘇赫), 자오융시(趙永銑)가 편집한《몽고족문학사(제2권)》 (내몽고인민출판사, 2000)에서는 생애와 

시가 창작,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박명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오샹비(趙相壁)의《역대몽고족저작가술약(歷代蒙古族著作家述略)》(내몽고인민출판사,1990), 황

저(黃澤)의 《中國各民族英杰》(섬서인민교육출판사,1999), 특목이파근

(白·特木爾巴根，Bao Tmurbagan)의 《고대몽고작가한문창작고(古代蒙古作家漢文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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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考)》(내몽고교육출판사, 2002) 등의 저서에서 별도의 장절(章節)을 내어 박명의 생애와 저술을 

소개하였다. 

몽고족 학자 Bao Tmurbagan은 박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청대 몽고 작가 중 박명은 문학

과 사학이 모두 우수하고 재능이 많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귀족의 후예로써 본 민족의 

언어 문자에 정통하여 몽고, 나아가 북방 민족의 역사 문화에도 능숙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한어(漢語), 티베트어, 만주어에 능통하고 거문고와 바둑, 서예와 그림에 재주가 많아 문학적 조예

가 깊었다. 그 문학 창작과 역사 잡저(雜著)는 모두 동료들의 추종을 받았다. 학계에 퍼지고 후학에

도 도움이 되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심지어 그는 ‘시대의 대학자’로 박명의 역사적 지위를 평

가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박명의 생애에 대한 고증은 맨 처음 1985년 자오샹비(趙相壁)의 《청대몽고족시인박명(淸代蒙古

族詩人博明)》에 나타난다. 그 후 몇몇 학자가 고증을 더하고 보충 증거를 보탰다. 최근에 발표된 

박명 연구에 관한 종합적 논문은 박명의 생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박명의 원래 이름은 귀명(貴明), 자는 희철(希哲), 석재(晰齋), 호는 서재(西齋)이다.

보르지긴은 우예얼바이차이(烏䈎爾白柴) 지방에 대대로 살았다. 그 고조부가 천총(天總) 때 청에 

들어가 만주에 예속되어 팔기에 들어갔다. 조부 서목포(舒穆布)는 강희(康熙) 때에 양강총독(兩江總

督)을 지냈다. 박명은 옹정말년 수도에서 태어났다. 건륭 12년(1747년) 정묘과(丁卯科) 향시(鄕試)에 

급제하였으며 16년(1751년) 관학을 수료하였다. 17년(1752년) 임신과(壬申科) 회시(會試)에 급제하

였다. 서상관(庶常館)을 선택하여 산관(散官)은 한림원(翰林院)의 편수를 받았다. 23년(1758년) 기거

주(起居注)에 올라 7년을 지냈다. 28년(1763년) 세마로써 광시 칭위안을 지켰고 37년 (1772년) 윈

난 이서도(迤西道)를 맡고, 이후 강직되어 병부(兵部) 원외랑(員外郞)이 되었다. 42년(1777년) 봄 봉

황성(鳳凰城) 교사(榷使)를 맡았다. 50년(1785년) 수도에서 천수연(千叟宴)을 베풀어 기은시(紀恩詩)

를 지었다. 세상을 떠난 해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연구의 여지가 있다. 저

서로는 《서재우득(西齋偶得)》, 《봉성쇄록(鳳城瑣錄)》, 《서재시집유(西齋詩輯遺)

》, 《서재시초(西齋詩草)》등이 있다.

박명 생애를 연구하는 논문은 Bao Tmurbagan의 《청대몽고족작가박명생평사적고략(淸

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이 가장 대표적이며 정사 자료를 참고한 것 외에 작가는 《팔

기문경(八旗文經)》,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 《청대관선

분운휘편(淸代館選分韵汇編)》,《황조사림전고(皇朝詞林典故)》,《청비술문(淸秘述聞)》, 《만청이

시휘(晩晴簃詩汇)》,《설교시화(雪橋詩話)》,《춘융당집(春融堂集)》,《궁중리력편(宮中履歷片)》등 

많은 문헌에 퍼져 있는 작은 기록까지 찾아내어 박명의 생애 이력을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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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명의 생애에 대해서 아직 두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하나는 박명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이다. 한쪽에서는 강희57년(1718년)에 태어나 건륭53년(1788)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희60년(1721년)에 태어나 건륭54년(1789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쟁점

은 박명의 약령에서 윈난 이서도 부임 시기이다. 한쪽에서는 건륭33년(1768년)이라고 주장하고 다

른 한쪽에서는 건륭37년(1772년)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박명의 생애 사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그 생애 약력을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세상에 남아

있는 저서를 분석하여 그 문학(시문), 경사(經史), 몽고족 역사언어학 등 학술 사상 분야의 성과에 

대해 논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4가지, 《서재시집유(西齋詩輯遺)》,《서재시초(西齋

詩草)》, 《서재우득(西齋

偶得)》,《봉성쇄록(鳳城瑣錄)》에 불과하다. 이 중 앞의 2가지는 시집이고《서재우득

(西齋偶得)》과 《봉성쇄록(鳳城瑣錄)》은 수기이다. 

전반적으로 박명은 몽고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자에게 주목을 받았

다. 연구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료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지에

서 시문집, 청의 궁중 문서에서 간접적이고 산발적인 자료를 모아 퍼즐을 맞추듯이 박명 생애 약력

을 재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편 박명의 저술이 세상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편

수와 내용이 많지 않아 그 학술사상 성과를 상세히 해석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현재 박명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한계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전개하기 어렵다. 

3.� 노이점과 박명의 교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한국과 중국 역사에서 모두 ‘이름없는 인물’에 속한다. 하지만 나는 바

로 이 ‘이름없는 인물’ 간의 교류가 한중 양국 사신 왕래 교류의 일반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

한다. 이 두 사람의 교유는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진다. 첫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모두 환갑이 

넘었으므로 ‘노인의 교류’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박명이 몽고족으로 한중 사신 교유 사례로는 특별

한 예에 속한다. 

오늘 노이점과 박명 두 사람의 교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노이점이 두 사람의 필

담 과정과 내용을 그의 사행일기 《수사록(隨槎錄)》에 상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노이점과 박

명의 필담 기록은 총 6000여 자로, 모두 《수사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노이점이 박명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는 그 전문의 사진이 《수사록》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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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판된 《수사록》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임기중(林基中)이 엮은 《연행록전집(燕行錄全

集)》제41권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푸단대학 고등연구원

과 한국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엮은 《한국한문연행문헌선편(韓國漢文燕行

文獻選編)》제21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원문의 영인본이다. 해당 문헌의 원문은 

모두 한국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판본으로 필사본이며 분권하지 않은 1권으로 총 169페

이지이다. 그 밖에 한국의 학자 김동석(金東錫)의 국역 판본이 있다. 

노이점과 박명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1749년 출사한 유언(兪彦)이 쓴 일기에서 박명의 학문

을 알게 된 후 대단히 흠모하였다. 조명회(趙明會)라는 주부(主簿)에게 박명과 만나게 해 달라고 특

별히 부탁하였다. 사실 유언의 일기에도 박명이 언급되었지만 1766년 출사한 홍대용(洪大容) 역시 

그에 대해 언급하였다. 홍대용에 따르면 조선의 사절이 베이징에 도착한 후 황(黃)씨 나 정(鄭)씨 

상가를 대리해 매매를 하였는데, 박명은 그 중 황씨 일가의 사위였다. 매번 사절이 통역을 담당하

는 중국인(그들은 일반적으로 매매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두 일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에

게 현지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을 물으면 그들은 제일 먼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박명을 추천

하였다. 박명이 조선 사절과 긴밀하게 왕래하였던 이유이다. 박지원의 기록에도 이 점이 확인되었

다. “세가가 연경에 들어간다기에 사대부가 원역(員譯)을 시켜 서당의 현판을 구하였다 한다. 필시 

박명의 필체이리라……명과 조선을 통틀어 황씨의 사위가 그 단골고객이다. 이는 원역이 박명이 기

거주관으로 서필에 능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후 1776년 축하와 감사의 뜻으로 정조

사 이은(李溵)도 당시 박명과 왕래하였다. 같은 해 삼절년공사(三節年貢使) 서상관(書狀官) 신사운

(申思運)의 수행원 로저는 박명에게 ‘공비사(碽妃事)’를 청하기도 했다. 1780년에 들어와 노이점과 

박지원 두 사람 모두 박명과 접촉하고 필담을 나누었다. 노이점과 박명이 나눈 두 차례의 필담은 

각각 그해8월10일과 8월 22일에 일어났다. 장소는 모두 조선 사신이 머무는 관사 옆의 작은 주점

이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산장잡기(山庄雜記)’에 일단락의 박명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

다. 노이점의 기록에 따르면 그와 박명이 두 번째 교류가 있던 날 박지원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노이점은 조명회(趙明會)의 추천으로 8월 10일 박명과 처음 만나 긴 시간 필담을 나누었다. 만남

이 있은 후 박명이 노이점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학식 적인 면이었다. 노이점은 그를 

‘박학다문(博學多聞)’하고 ‘천문, 지리, 의술, 음율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노이점은 박명의 외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눈빛이 빛난다’고 

하였다. 8월 14일 노이점은 박명에서 편지를 보내며 율시 사수를 함께 보냈다. 8월 22일 박명이 노

이점을 답방하여 두 사람은 다시 필담을 나누었다. 박지원은 늦게 와서 필담에 합류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 마지막에는 노이점과 박명 두 사람이 필담을 나누다 ‘해질 무렵에 돌아갔다’. 헤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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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 두 사람은 서로 ‘이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노이점과 박명 두 사람의 필담은 노이점이 중국 학술 문화에 대해 질문하면 박명이 회답하는 내

용도 있고,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두사람이 토론하고 설전을 벌이는 내용도 있다. 그중 중국 유교

의 변천, 과거(科擧), 삼교(三敎) 문제, 정주학(程朱學) 후인의 상황, 시문(詩文) 창작에 대한 이야기 

등, 심지어 일부 구체적인 지명 고증 문제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2가지 예

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처음 필담을 나눌 때, 간단한 인사말을 나눈 후 노이점이 박명에게 첫 번

째 질문인 중국 유교 변천과 현황에 대해 묻는다. 그러면 잘 요약한 언어로 정주리학이 시종 한 계

통으로 내려오고 육왕심학(陸王心學)이 일어난 연혁과 그 영향의 과정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중국 

당시 유학이 여전히 정주리학을 정통으로 한다는 관점을 전하였다. 

餘曰：曾聞中華道學分而爲二，朱、陸並行，今則抑或歸一耶？

明曰：道學至北宋而大，明朱子承周、程、張四子之後集其大成，自爲嫡派，同

時象山翁崛起於江右，其學以尊德行爲主，遂與朱子異，然所異無甚大也. 明陽

明王氏一以陸爲法，主致良知，致良知本出孟子，非異說也，但其冥心求道，不

覺流入禪家矣.其初顯與朱異，後複爲晚年定論之學，將欲援朱而入陸，則不可

也.陽明其忠孝大節、文學武功，震於一時，學人爲其所籠，遂入王矣.然道學究

以程、朱爲正.

사실, 이것은 두 사람이 유학에 대해 토론한 시작에 불과하다. 두 사람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학과 심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필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덕과 성, 심과 리의 관계에 대

한 토론 등이다. 노이점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심학에 관심을 갖고 박명을 통해 이해를 넓혔으

며 두 사람은 정주리학이 유교의 정통 사상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동시에 두 사람은 문답의 

형식으로 유교 경전인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論語)》, 《맹자(孟子)》, 《서경(書

經)》, 《시경(詩經)》, 《춘추(春秋)》, 《예기(禮記)》의 핵심 관점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견해

를 전하였다.

 

仍曰：“平生粗讀聖賢書，而疑礙者多，今奉邃學，仰質如何？”

博曰：“謹當如戒.”

餘曰：“《大學》首章<明德>指性而言耶？指心而言耶？”

博曰：“宋儒所說，性即理也，蓋性善之性，非知覺運動之性，若離理言性，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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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佛書之明心見性，道書之性命雙修，而非吾儒之性也.心之當然，即理之本然.”

餘曰：“謂之性，則只言理，謂之心，則兼理氣而言耶?”

博曰：“有覺謂之心，心之本曰性，性之本則理.”

餘曰：“格物之‘格’字，象山翁謂之捍也，未知何如耶？”

博曰：“以朱注爲正.”

餘曰：“《中庸》則載道之書也，首章天命之性，朱子釋之以各正性命.人物之性

各自不同，然雖有偏全之殊，而一原則同.禽獸草木皆有仁義禮智之性耶？”

博曰：“《中庸》之書，辟異端之書也.（此調未謂古人言過）蓋子思子之時，正

異端大行之時，子思作《中庸》以明道，故謂各正者，人之皆正也.至能盡物之

性，則兼物而言，蓋人具五性之全，禽獸則間有具一二性者，草木之性，則順天

地以爲性，而不可與人比也.”

餘曰：“《論語》雲：性相近也，性豈有相近耶？”

博曰：“性有剛柔健順之不同，大段不同，然其爲善之理則一如.柔者，吝於改

過，而仁慈則爲善.剛者，逞憎暴，而敏於改過則善，揆其本原，則不相遠，故日

近.入習氣則南轅北轍矣.”

餘曰：“愚之所問者，以爲天賦之性，則舜、蹠無異，而孔子謂相近，故疑之也.

指氣質之性而言之耶？”

博曰：“相近二字，極爲員融，聖人之言也.孟子斷爲善，即相近處而言耳，若

舜、蹠則下文之上智下愚耳.”

餘曰：“《孟子》之書，多言‘仁義’二字，且言‘氣’字，孔子所不曾兼言者也.聖賢

之言，有偏言仁者，有兼言仁義與氣者，何也？”

博曰：“《孟子》之言‘仁義’，孟子之正也，老氏言道德，而不言仁義，讀<原道

篇>可見.氣字，性之大用也.”

餘曰：“《書經》道政事者也，而大道之首載者，即‘欽’之一字，爲萬世心學之本

也.其文灝靈而盤誥，不類於前，不類於後，抑或後人之所述耶？何其佶倔聱牙之

甚也？”

博曰：“欽字爲千古主敬之本，佶倔聱牙，當時訓誥之體，如今之俗語耳！”

餘曰：“《詩經》之義，奧而難知，《朱注》與《程注》大異，中華則尚何注

耶？”

博曰：“詩義數百種，皆有所發明，通志堂所錄，皆注疏程朱之外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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餘曰：“《春秋》，夫子爲治之書也，傳之者有四家，未知何說最長耶？”

博曰：“春秋四傳，皆不能得聖人之義 自宋人已有去傳言經之學，今有《禦制春

秋直解》一書，盍求觀之.”

餘曰：“《禮記》經秦火後，多漢儒所傅會，其真本無由觀矣，既是漢儒傅會，

則不可謂之經耶？”

博曰：“《禮記》之中，醇者無多，亦皆儀禮之義疏，餘皆醇疵相半，豈得謂經

耶！

또한 노이점은 박명에게 유교와 불교, 도교의 관계에 관한 질문도 하였다. 그는 당시 중국에는 

유·불·도 삼교(三敎)가 공존하는 상황에 선입견을 갖고 어느 종교가 가장 숭상받는지 알고 싶어 

하였다. 박명은 중국에는 삼교가 공존하는 현상이 없으며 유학 또는 유교가 불교나 도교를 압도한

다고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명은 당시의 불교와 도교가 사양길을 걷는다 여겼으며 그 영향력

이 유학 사상에 전혀 필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교와 도교에 대해 더 많은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내가 말하였다. 삼대 때 숭상한 것은 각각 더하고 덜함이 있겠지만 대개 삼교(三敎) 중 어느 것

을 가장 숭상합니까?

박명이 말하였다. 삼교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유교 이외에는 이씨(二氏)입니다.

餘曰：三代所尚各有損益，蓋大朝所尚三教之中，誰爲最崇耶？

明曰：無三教之名，儒之外有二氏也.

餘曰：崇儒之教欽仰欽仰.

明曰：儒，人理也，二氏自爲異說，以行其志，今二氏之後衰矣，不過借其教以

養生，古之所謂大養濟院，誠是也.自注曰：養濟院養貧氏之所.韓子辟佛，同時

僧人皆大學問，行足以與儒敵.韓子若生於今日，見無賴僧人，必不辟佛.

전체적으로, 삼교 문제에 대한 박명의 인식 태도는 당시 조선 사신의 보편적 견해와 유사하였다. 

박지원은 불교에 대해 ‘피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는 관점을 보인 바 있다. 이는 박

명의 입장과 일치한다.

노이점과 박명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하고(박명이 노이점보다 2살 많았다.) 지향이 비슷했다. 학

술 사상 역시 비교적 일치했다.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후 더욱 서로 흠모하였다. 그들의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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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담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 ‘해질 무렵에 돌아가면서도 매우 아쉬워하였다’. 노이점과 박명은 

당시 이미 환갑이 넘은 노인이었다. 생각해보라. 두 명이 백발 노인이 작은 주점에 마주앉아 책상

에는 종이를 쌓아 두고 간간히 깨달은 듯 웃음을 짓는다면 그 얼마나 조화로운 모습인가? 

두 번째 만남 이후 노이점은 9월 1일 박명에게 편지를 보내며, 율시 한 수를 바치며 감사의 뜻

을 전했다. 또한 다시 만나 필담을 나눌 수 있길 바랐다. 하지만 박명이 당시 그해 과거 관리를 맡

고 있어 이미 과거 시험장 들어가 한 달 후에나 나올 수 있어 약속한 곳에 갈 수 없었다. 조선의 

사절단이 곧 귀국하여야 해서 노이점은 이 때문에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九月初一日，晴.與博員外書，而兼贈一律，書曰：“恭候再叨傾蓋，辱賜勤摯，

劃削邊幅，披露肝腑，咳唾笑嬉，閔非琳琅，感折之心，何異羾寒門而濯清風.第

言語聾啞，猶有不盡意之歎，深庸閔菀.然竊以爲聾於言者，未必聾於心，以小人

之腹度君子之不以是棄之已，向以荒陋之辭，唐突仰瀆者，直出不外之意，而訖

靳瓊惠，豈下俚之音，非白雪之可和而然也耶！方且愧恧之不暇，而猶有望於高

明者，感高明之不鄙夷我也.愚溪蠻徼中一涓涔，而得子厚一字之賜，至今顯於

世；海隅愚生，雖甚顓蒙，豈蠻溪之不若耶？大家珠什，不翅子厚之戲語爾！秋

序將莫，客思益寥落，懷仰清範，未嘗不發於夢寐.而外國之人，蹤地齟齬，不敢

爲趨走門屏計，一味伈伈.而然其傾瀉之意，不如是之緩也.偶得一聯，更茲冒

瀆，只資覆瓿耳！某頓首！”書後聞博將步餘韻，而適以考官入試所，動費一

月，然後罷出雲.而我行匪久當發，圖後之約未諧，可歎！

《수사록》의 마지막에는 노이점이 쓴 《여박첨사서(與博詹事書)》을 부록으로 남겼다. 글 속에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만리 타국에서 맺은 진실한 벗을 칭찬하였다. 두 사람이 맺은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은 미담으로 남기에 충분하다. 

與博詹事書

某白：士之生於偏邦，一兄中華，願也.然唯夬心於山川之雄奇，邑裏繁華，京都

之壯麗，而曰獲我願也，亦末矣！何異於遊藍田之山者，只見其山之勝，而不知

其采玉也耶.中華固士君子之藍田，而京師又藍田之最種玉處也.敡而爲薦紳大

夫，韜而混街廛市號者，殆不可以更仆數矣.孟子日：士尚友天下之士而爲不足，

又尚友古之人.夫生於千百載之下，而欲尚友於千百載之上，亦已難矣.其人面目

之莫接，聲音之莫聞，而猶且求之於精神氣味，依稀仿佛之間，而況生乎一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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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聞相通者，爲何如耶？某蓽圭賤夫也，僻在海隅，見聞荒陋，才又淺短，學識

鹵莽，不足以窺士君子之藩籬.而第念天之所以與我者，初無豐嗇之殊，則我何爲

芒芒然棄之耶？夙夜只慄，唯褻天是懼，未嘗不留心於聖賢之書，旁搜於百家之

言，昉於髫齕，訖於白紛，而一味冥墒，罔尋其緒，則恐此目之不瞑於地下，遂

有奮發之志，一欲就質於中華之君子，而山川間之，道塗遼焉.今茲之行，衣菱紆

之服，涉湯火之水，跟行人之便，而又值淫潦浹月，平陸成海，沖泥而遭沒膝之

災，濟川而罹滅頂之患，甚至於臨不測而屢號神明，褰裳褌而毛骨俱竦．濱死者

數矣.而猶不以爲悔者，其意豈淺淺也哉？伏惟閣下學問宏邃，文章精麗，雅望著

於大朝，華聞彰乎海外，雖牛走圉媼，皆知閣下之爲天下士也，何其盛也.某之今

來也，所見者亦不少矣，宦野之廣敞．海關之控隘，巫閭之嶽勢，薊門之煙景，

不可謂不大，而猶未足以壯吾心目，愜吾素願，只欲一見閣下之高明，得聞博雅

之論，觀感於咳唾笑傲之末，而其道無由，乃者傾蓋之日，濫叨下榻之禮，德音

溫和，酬酢如響，首尾數十言，皆可以開發蓬蔀，揮廓雲霧.俾此朦瞽得見白日之

餘輝，願此眇眇，何以得此於閣下耶！譬如羸疾將死之人，忽逢良醫之過門，投

之以神丹妙劑，而遄臻於回醒，私心感佩奚百朋客也.西來之願於是乎諧矣！然外

國之人，蹤蹤臲卼，繼此承誨，罔蔔其期，下懷悒悒，蓋覺悵悵，唯閣下矜其愚

庸，諒其忱誠，更賜末光，俾得拾其苞籬邊棄物，以卒啟迪之惠，如何如何？所

獻四律，辭未暢意，調不入格，終落於下劣，魔徒玷高眼，不勝塗丹，而第寓喬

鬥，仰慕之衷，另日懷想之意，或可頫恕之耶.固知折柳拊缶之音，不足混於勻天

雲韶之響，而倘蒙腆眷，惠以瓊琚，則庸者佩橐筮，作傳家之資.西蜀丹青，不足

以爲珍，荊揚三品，不足以爲寶，江南文錦，不足以爲美，感戢曷既，唯閣下垂

詧焉.某拜.

이번 회의의 주제로 돌아와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유교문화와 ‘공존’, 이 개념의 관계에 대해 토

론한다. 오늘 소개한 이 200년 전의 한국 지식인과 중국 몽고족 지식인의 교유 이야기에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는 ‘공존’이 완벽하게 실현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게다가 단지 ‘공존’이 

아니라 매우 두터운 우의를 맺은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공존’의 전제가 사실은 

‘공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두 사람이 유가 학술, 유가 문화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 말미암

아 감정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째서 안되겠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유가문화의 현재 가치를 토론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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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초기의 혼인 예속 개혁

장쟈쟈(張佳佳)

통치 민족의 변경이라는 특징을 지닌 원나라와 명나라의 왕조 교체에는 중국 근세 역사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 문화적 변혁이 수반되었다. 명나라 개국 초기에 원나라에서 전래된 오랑캐와 한족

이 뒤섞이고 질서를 잃은 사회적 예속을 접하게 되고, 정권의 합법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위정자

들은 “용하변이(用夏變夷; 중화의 풍속으로 오랑캐를 변화시키자)”, “복아중국선왕지교(復我中國先王

之教; 중국 선왕의 가르침을 회복하자)”를 구호로 하여, 하향식 예속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

였고, 유교 윤리를 기준으로 하여 혼란한 민간 예속을 다시 바로잡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문화적 

정통성을 구축하려 하였다. 

유교 도덕의 핵심인 ‘윤상(倫常, 인륜의 상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 예의는 

명나라 초기의 예속 개혁에서 매우 중시되었고, 위정자가 발표한 율령과 공문서 안에 누차 언급되

었다. 명나라 태조는 몽원(蒙元)의 ‘멸기예교(蔑棄禮教; 예교를 멸시함), ‘폐아중화지이륜(廢我中華之

彝倫; 중화의 옛 윤리를 폐기함)’을 비판함과 동시에, “재정이륜, 무존선왕지법(再整彝倫，務遵先王

之法; 옛 윤리를 정돈하고 선왕의 법을 힘써 지키자)”라는 구호로, 혼례를 포함한 민간 예속을 전면

적으로 정돈하였다. 정통 유교 도덕을 근거로 한 이러한 예속 변혁 조치는 명나라의 주원장 정권의 

강력한 정통성, 합법성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학 사상을 제도화 및 풍속화하고, 유교 윤리

가 민간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 원과 명의 수계혼(收繼婚)�

원나라 시대에 유행한 민간 혼인 풍속 가운데 정통 유교 윤리와 가장 심하게 충돌한 것이 수계

혼이다. 명나라 초기의 혼인 풍속 정돈에서도 이 부분을 크게 중시하여, 명나라 율법의 이에 대한 

처벌도 가장 엄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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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과 원(金元) 시대의 수계혼

소위 수계혼이란 과부가 전 남편의 가족 내부에서 재혼하는 일종의 혼인 형식이며, 

명나라의 장해(張楷)는 「율조소의(律條疏議)」에서, “한 집에 있으므로 이를 ‘취하다(娶)’라 하지 

않고 ‘거둔다(收)라 이른다(以其在同一家，故不曰『娶』，而曰『收』)”라고 하였다. 수계혼은 대략

적으로 이배수계(異輩收繼; 아들이 아비의 첩을 거두고, 조카가 숙모를 거둠)와 동배수계(同輩收繼; 

동생이 형수를 거두고 형이 처제를 거둠)로 나뉜다. 이는 중국 고대 남북조 시대의 주변 민족에 보

편적으로 존재하던 일종의 혼인 방식이며, 북방 초원의 유목민족, 한나라 시대의 흉노부터 만주족

이 중원에 진출한 초기까지 모두 수계혼이라는 풍속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한원제(漢元帝) 시

대에 오랑캐와 혼인한 왕소군(王昭君)은 흉노왕 호한사(呼韓邪)에게 시집간 후, 다시 ‘오랑캐의 풍

습에 따라’ 호한사의 아들인 조도막고(雕陶莫皋)에게 시집갔는데, 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거둔 

예이다. 한편 청나라 초기 순치제(順治帝)가 총애한 동악비(董鄂妃)의 경우, 고증에 의하면 원래 순

치제의 동생의 양보에 따라 왕과 혼인하게 된 처이다. 이는 형이 동생의 처를 거둔 풍습이다. 

명나라 시대 이전에 서로 번갈아 화북 지방을 통치한 여진족과 몽고족은 자신들만 수계혼이라는 

풍속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치한 한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금국지(大金國志)」에는 여진족은 “아비가 죽으면 그 어미를 취하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며, 숙부가 죽으면 조카가 그와 같이 한다(父死則妻其母，兄死則妻其嫂, 叔伯死則侄亦如之)”라

고 기재되어 있어, 동배수계와 이배수계가 모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정(大定) 9년(1169년), 

금 세종(世宗)은 “한족과 발해형제의 처는 (남편이 죽으면) 그 가문에 복속하여, 예에 따라 계혼하

라(漢人、渤海兄弟之妻, [夫死]

服闕歸宗；以禮續婚者，聽)“라는 영을 내린 바 있다. 소위 이례계혼(以禮續婚)이란 응당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죽은 남편의 한 가족인 형제와 결혼한다는 말이며, 이 시기에 한족의 수계혼은 법률로

서 허용된 것이었다. 비록 한족화가 깊이 이루어지면서 금 장종(章宗)이 태화(泰和) 2년(1202년)에 

반포하여 시행한 「태화율(泰和律)」에서는 한족이 형제의 처를 거두어 잇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수계혼은 이미 한족 사이에서 일종의 견고한 혼인 관례가 되어, 몽고족이 화북 지방을 점령하여 정

식으로 한족의 수계혼을 허용할 때까지, 한족들은 공공연히 혼인 소송에서 금나라 시대의 관습에 

따라 수례혼을 요구하였다. ‘아비가 죽으면 그 어미를 취하고, 형제가 죽으면 그 처를 거두는 것’은 

몽원의 국가적 풍습이었고, 중국과 서양의 문헌에 이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지원(至元) 8년(1271년)에 원 세조는 영을 내려 “몽고족 여자와 결혼한 한족은 수계혼을 시행할 

수 있다(小娘根底,阿嫂根底,收者)라 하였다. 한족의 수계혼은 정식으로 원나라 정부의 법률적인 허

가를 받게 되었다. 홍금부(洪金富)는 「원전장(元典章)」,「통제조격(通制條格)」, 「원사(元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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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략 지원 6년(1269년)부터 지치(至治) 원년(1321)년 사이에 발생한 36건의 수계혼 관련 소송 

사건을 모아 기록하였는데(대부분 한족 관련 사건임), 그 중 사건 발생 지역이 비교적 정확한 사건

이 29건이다. 필자는 이 소송들의 분포 지점을 표로 만들었고, 표에서 원나라 시대 한족의 수계혼 

유행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1: 역사서에 기재된 원나라 시대 수계혼 관련 소송의 분포 지점

성 지점(안건 순) 통계

중서성
(中書省)

하간로(河間路)（3）, 평양로(平陽路)（3）, 광평로(廣平路)（2）, 순
천로(順天路)（1）, 평란로(平灤路)（1）, 상도로(上都路)（1）, 조주
(曹州)（1）, 포대현(蒲台縣)（1）, 덕주(德州)（1）, 내황현(內黃縣)
（1）, 태원로임주(太原路臨州)（1）, 대도로(大都路)（1）

17건

하남행성
(河南行省)

식주(息州)（1）, 활주(滑州)（1）, 복양(濮陽)（1）, 준주(濬州)（1）, 
장덕로(彰德路)（1）, 하남행성 미지   지점（1）

6건

강절행성
(江浙行省)

강녕현(江寧縣)（1）, 강음주(江陰州)（1）、소흥로(紹興路)（1） 3건

요양행성
(遼陽行省)

대녕로이주(大寧路利州)（1） 1건

섬서행성
(陝西行省)

연안로(延安路)（1） 1건

사천행성
(四川行省)

성도(成都)（1） 1건

자료：洪金富，《元代收繼婚訴訟案件摘要》，收入《中國近世文化史論文集》（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

所，1992），頁297-314。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면, 이 29건의 분포 지역은: 하북성 8건, 하남성 7건, 산서성 4건, 

산동성 3건, 강소성 2건, 내몽고, 북경, 섬서성, 사천성, 절강성 각 1건이다. 그 중 북방 지역은 25

건으로서 총 안건 수의 40%에 달하여 남방 지역보다 훨씬 많다. 이는 금나라 시대 이후로 북방 지

역에 다수의 민족이 섞여 거주하고 풍속과 문화가 융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주

목해야 할 부분은 비록 사서에 수록된 남방 지역의 수계혼 소송이 단 3건에 불과하지만, 이는 남방 

지역의 한족에서 수계혼이 흔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상기 29건의 사건 

가운데 27건은 「원전장」과 「통제조격」에 수록된 사건이나, 이 두 서적은 사건 모음의 성격이 

있고, 지방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중앙으로 올려 보내 중앙 정부기관에서 판결을 

내린 후, 이러한 사건의 판결은 이후에 유사한 소송을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북방 지역의 오랑캐 

한족의 혼인 풍습의 융합은 남방 지역에 비해 1.5세기 더 빠르고, 자연적으로 비교적 많은 사건이 

비교적 일찍 판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수계혼 풍속의 남진은 원나라가 통일한 지 얼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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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아 시작되었다. 지원 19년(1282년) 정사초(鄭思肖)(1241 ~ 1318)는 당시 목격한 몽고족과 

남방인의 혼인 풍습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韃靼）父死，子皆得全襲父妻為己妻，惟正妻與生子者不可；或虜主令襲，又不礙。今南人漸

有全襲者。1)

이 때는 몽고족이 송을 멸망시킨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남방의 한족은 몽고족의 풍습을 

모방하여 어미를 이어받고 있다. 20년 후(대덕(大德) 7년, 1303년), 절강 개화(開化) 지방 사람인 정

개부(鄭介夫)(출생 및 사망연도 미상)는 원나라 정부에 대한 간언에서 “舊例止許軍、站繼，又令漢兒

不得收，今天下盡化為俗矣”라고 하였다. 「원전장」에는 총 3건의 남방인 수계혼 소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발생 지점이 모두 원래 남송이 통치하던 핵심 지역에 있다. 한 건은 건강로(建康路) 강

녕진(江寧鎮) 순검(巡檢) 동정전(董禎轉)이 외숙모를 처로 취한 사건이며(황경(皇慶) 원년, 1312년), 

다른 한 건은 소흥로(紹興路)에서 아무개가 이미 재가하여 아들을 낳은 죽은 형의 형수에 대한 수

계를 요구한 사건이고(연우(延祐) 2년, 1315년), 또 다른 한 건은 강음(江陰) 지방의 목부이(繆富二)

라는 사람이 위례복내(違例服內; 전례를 어기고 친척을 취함)하여 동생의 처를 수계한 사건이다(지

치 원년, 1321년). 상기 지역들은 모두 본래 유학이 발달한 강남 지역으로서, 중국 다른 지역에서

도 수계혼이 얼마나 유행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원전장」과 「통제조격」에 수록된 이러한 

수계혼 사건들의 관련자는 ‘왕 돼지중(王豬僧)’, ‘최 나귀새끼(崔驢駒)’, ‘이 다섯나귀(李五驢)’와 같이 

한족 하층민도 있을 뿐 아니라 ‘전 남경로 총관(南京路總管) 전대성(田大成)’, ‘유학자 완안사정(完顏
思政), ‘순검사(巡檢司) 유감납(劉監納)’ 등 사회 중상층 인사도 있다. 또한 원 순제 재임 기간에 반

포된 금지령으로 보면, 원나라 시대에 수계혼을 시행한 민족은 몽고족과 한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있다. 이를 통해 원나라 시대에 수계혼 풍속이 널리 존재하였고, 남북, 민족, 계층을 가리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2. 수계혼 풍습과 유교 윤리

화하(華夏; 중화) 민족도 춘추시대 이전에 수계혼이 유행한 적이 있다. 고힐강(顧頡剛)의 고증에 

따르면, 선진(先秦)의 혼인 풍습에서 ‘인(因)’, ‘증(烝)’, ‘보(報)’는 각각 자손이 첩을 거두고, 아들이 

1) 鄭思肖，〈大義略敘〉，陳福康點校，《鄭思肖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1），頁18
2。按，「南人」，點校本誤作「南入」，據崇禎刊本《宋鄭所南先生心史》（收入《四庫全書存
目叢書》〔濟南：齊魯書社，1997〕，集部第21冊，頁138）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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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처를 거두며, 조카가 숙모를 거둠을 가리키며, 모두 이배수계(異輩收繼)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남녀유별’을 핵심으로 하는 가정윤리 관념이 보급되면서 ‘증’, ‘보’ 등의 수계혼 방식은 점차 

‘인륜에 거스르는’ 예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유교는 본디 부부를 인륜의 근본으로 보았

고, 부부윤리를 매우 중시하였다. 순자(荀子)는 “부부의 도리는 바르지 않을 수 없다. 군신부자의 

근본이다(夫婦之道不可不正，君臣父子之本也)”라고 하였다. 혼인 윤리의 핵심은 ‘부부유별’이며, 소

위 ‘유별’이 지닌 함의는 각각의 사회 또는 가족의 구성원이 마땅히 각자의 고정된 명확한 배우자

를 가져야 하며, 혼란이나 무분별을 용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당연히 ‘부부유별’은 부부 쌍방이 지

위 상 남존여비 또는 가정의 분업구조 상 내외의 차이가 있음도 의미함). 선진의 유가 경전에는 이

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데,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 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

다.

男女有別，然後父子親；父子親，然後義生……無別無義，禽獸之道也。2)

남녀 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고정(유별)되어야 부자 사이의 혈연관계가 비로소 명확해지고, 그런 

후에 부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된다. 만약 남녀의 혼인이 혼란하고 구별이 없다면 ‘백성이 어미를 

알지만 아비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며, 군혼잡교(群婚雜交)하는 동물과 차이가 없게 된다. 맹자는 

‘부부유별’을 기본적인 인간 관계의 ‘오륜(五倫)’으로 삼아, 이러한 관념이 후세에 널리 퍼지게 되었

다.

（人民）飽食暖衣、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聖人有憂之，使契為司徒，教以人倫：父子有

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敘，朋友有信。

여기에서 ‘부부유별’은 손석소(孫奭疏)가 “부부유교별(夫婦有交別)”라 하였고, 소위 ‘유교별’이란 “남

녀 사이의 무분별한 교합을 방지하고 문명사회의 부부관계를 공고히 하다”를 의미한다. 「곡례(曲

禮)」에서는 “夫唯禽獸無禮，故父子聚麀”라 하였는데,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아들이 아비의 첩과 

통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인륜을 크게 범하는 행동이며, 일상적인 예의 가운데 “叔嫂不通

問，諸母不漱裳”, 상복에서 “叔嫂無服” 등 엄격한 피혐 조치는 “모두 구별을 중시하여 음란을 방지

하기 위함이며(皆為重別防淫亂),” 가족 내부에서 혼인관계가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

2)�《禮記正義》卷二六，〈郊特牲〉，頁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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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윤리가 사회생활에 파고들면서 수계혼은 선진(先秦) 시대부터 이미 엄중한 혼인 금기가 되었고,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로 아비의 첩을 거두거나 형제의 처를 취하는 행위는 모두 사회 윤리에 반하

는 엄중한 범죄였다. 원나라 시대에 사회에 유행한 수계혼과 유가의 도덕 관념은 직접적으로 충돌

하게 되었다. 사대부들은 자연히 이를 묵과할 수 없었고, 원나라 초기부터 말기까지 줄곧 신하들이 

수계혼 금지를 간언하였는데, 그 가운데 절강 개화 지방 사람인 정개부의 비판이 가장 격렬하였다. 

대덕 7년, 정개부가 올린 「태평책(太平策)」에는 몽고족 위정자에게 ‘풍습 개혁(厚風俗)’을 건의하

였는데, 그 중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천하에 만연한 수계혼 풍속을 지적하고 있다.

古者嫂叔不通問，所以別嫌疑、辨同異。今有兄死未寒，弟即收嫂，或弟死而小弟復收。甚而四

十之婦而歸未冠之兒，一家骨肉有同聚麀。兄方娶妻，而弟已有垂涎其嫂之想，嫂亦有顧盼乃叔

之意。妻則以死期其夫，弟則以死期其兄。閨門之醜，所不忍言。舊例止許軍站續，又令漢兒不

得收，今天下盡化為俗矣。若弟可收嫂，則侄可收嬸、甥可收妗、子可收母、伯可收弟婦，但有

男女之具者，皆可為種嗣之地，縱意所為，何所不至。此風甚為不美。

정개부의 건의는 몽고족 이외의 다른 민족의 수계혼은 ‘날짜를 정하여 금하며’, 만약 형이 죽어 

형수를 거둔 경우, ‘통간죄보다 한 단계 엄중하게 간주한다’이다. 원나라 말기, 유학 교육자인 정훤

(鄭咺)(출생 및 사망연도 미상)과 여진족 오고손량정 

(烏古孫良楨)(출생 및 사망연도 미상)은 몽고족에게도 ‘강상예법(綱常禮法)을 시행하여 수계혼 등

의 유가 윤리와 다른 풍속을 금지하기를 청원하였으나, 원나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지

순 원년(1330년)과 후지원(後至元) 6년(1340년)에 원나라는 조서를 내려, ‘한족, 남방인이 첩이나 형

수를 수계하는 것’과 외국인의 숙모 수계를 금지하였으나, 원나라가 존재하던 시기에 통치 민족이

었던 몽고족의 수계혼 풍속은 항상 합법이었다. 많은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풍속이 서로 영향을 미

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몽고족을 대상으로 한 금령의 실시 효과는 아마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홍무(洪武) 시대의 수계혼 금지

주원장 정권은 수계혼에 대한 태도를 매우 일찍 밝혔다. 일찍이 오(吳) 원년(1367년) 10월에 반

포한 북벌 격문에서는 이를 빌어 몽원의 군신이 강상을 폐하고 인륜을 어지럽힌다고 주장하며, 원 

토벌 전쟁의 합법성을 확립하였다.

元之臣子不遵祖訓，廢壞綱常。有如大德廢長立幼，泰定以臣弒君，天曆以弟鴆兄，至于弟收兄

妻，子烝父妾，上下相習，恬不為怪，其于父子、君臣、夫婦、長幼之倫瀆亂甚矣。夫人君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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斯民之宗主；朝廷者，天下之本根；禮義者，御世之大防。其所為如彼，豈可為訓于天下後世

哉？

소위 조민벌죄(吊民伐罪; 백성을 괴롭힌 죄를 벌함), 봉천집민(奉天輯民; 하늘을 받들어 백성을 

모음)은 전통 한족사회의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권의 합법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궁극적

인 출처는 윤리 도덕이지 무력이 아니다. 격문에 있는 이 비판은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핵심이

라 할 수 있다. 한족의 전통적인 윤리 관념에서 보면, 원나라 말기의 정통 사대부에 의해 ‘홍적(紅

賊)’, ‘홍구(紅寇)’라고 폄하된 주원장에서 원나라 토벌 전쟁의 도덕적인 합법성이 도출된다. 

명나라 초기에 이루어진 혼례에서 ‘오랑캐 풍습(胡俗)’에 대한 정돈은 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문헌이 유실되어, 오늘날 많은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어렵게 되었다. 

홍무 18년, 주원장은 천하의 신하와 백성이 ‘가송인전(家誦人傳)’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대고(大

誥)」를 반포하였고, 그 중 제22편인 ‘혼인(婚姻’에서는 개국 이래로 시행한 혼인 풍속 금령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 편의 문구는 짤막하고 분절된 단문이며, 혼인 풍속의 정돈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자

료이므로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同姓、兩姨姑舅為婚，弟收兄妻、子承父妾，此前元之胡俗。朕平定之後，除元氏已成婚者勿

論。自朕統一，申明我中國先王之舊章，務必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

有信，方十八年矣。有等刁頑之徒，假朕律令，將在元已成婚者，兒女已成行列，其無籍之徒，

通同貪官污吏，妄行告訐，致使數十年婚姻，無錢者盡皆離異，有錢者得以完全。此等之徒，異

日一犯，身亡家破，悔之晚矣。胡人之俗，豈只如此而已。兄收弟婦，弟收兄妻，子承父妾。有

一婦事于父，生子一。父亡之後，其妾事于正妻之子，亦生子一。所以夫婦無別，綱常大壞，與

我中國聖人之教何如哉。設理舊事，難為者多矣，所以元氏之事不理為此也。今後若有犯先王之

教，罪不容誅。

이 단락을 해석하면, 우선 수계혼, 중표혼(中表婚; 사촌 간의 결혼), 동성(同姓) 간의 통혼을 명확

히 ‘오랑캐 풍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언에서 추정해 볼 때, 관련 법령은 이미 훨씬 일찍 시행되

었다. 주원장은 전 왕조의 구 풍습에 따라 성혼한 부부는 추궁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

나 악랄한 관리와 간사한 백성은 오히려 법을 우롱하여 이를 뇌물을 탐할 좋은 기회로 보았는데, 

주원장은 이에 대해 매우 격노했다. 3가지 ‘오랑캐 풍습’ 가운데 수계혼과 한족의 전통적인 윤리 관

념이 가장 심하게 충돌하였고, 따라서 뒤의 글은 집중적으로 원나라 시대 수계혼 풍속을 비판하며, 

그 ‘부부유별이라는 강상이 크게 훼손되었고(夫婦無別，綱常大壞), ‘중국 성인의 가르침(中國聖人之

教)을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이 원나라의 구 풍습을 답습하지 말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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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극형을 면할 수 없다(罪不容誅)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공문은 ‘선왕지교

(先王之教)를 근거로 하며, 그 행간에 유교 윤리 수호자로서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다.

홍무 시대에는 수계혼 금지령을 누차 강조하였다. 홍무 19년에 반포된 「대고속편(大誥續編)」에

서 명 태조는 혼인과 도덕을 연계시키고 있다. 그가 보기에 ‘부부유별’은 비단 부부윤리일 뿐만 아

니라 도덕의 일부에 속한다. 「대고속편」 명효제칠(明孝第七)에서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설

하고 있다.

夫婦有別：人家有子、有孫、有兄、有弟、有姪，體先王之要道，別之以夫婦，家和戶寧，是其

孝也。若使混淆，不如禽獸，是謂不孝。

명 태조는 ‘부부유별’이 가정의 화목을 이끄는 ‘선왕요도(先王要道)’라며, 만약 부부관계가 혼란하

고 구별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의 글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관념의 출

처는 「예기(禮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유별’에 대한 강조와 ‘혼란(混淆)’에 대한 비판은 원

나라 시대에 널리 유행한 수계혼 풍속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홍무 27년에 명 태조는 혼인 풍

속을 정돈하는 방문을 발표하였는데, 비록 금지령의 대상은 중표혼이었으나 여기에서도 ‘아들이 아

비의 첩과 통하고 동생이 형수를 거두며, 형이 동생의 처를 거두는’ 수계혼 풍속이 언급되어 있어, 

이는 몽원이 중원에 들어와서 “중화의 풍속이 무너지고 도덕이 타락한(華風傾頹、彝倫不敘)”것을 

강조한 결과로 보인다.

 명나라 초기의 치국은 ‘예’와 ‘법’을 모두 중시하였다. 이는 홍무 시대의 「대명률(大明律)」에 정

형화되었고, 수계혼에 대한 처리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요사인(姚思仁)(1548~1637)은 「대명률부례

주해(大明律附例註解)」 제6권 취친속처첩(娶親屬妻妾)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若收父祖妾及伯叔母者（姚註：不問被出、改嫁），各斬。若兄亡收嫂、弟亡收弟婦者（姚註：

不問被出、改嫁，俱坐），各絞。

명의 율법은 당의 율법을 참조하고, 당시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조항의 배치와 처벌의 경중을 

조정하였다. 청나라 시대 율법학자인 설윤성(薛允升)(1820 ~ 1901)은 당나라와 명나라의 율법에서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한 바 있다.

唐律姦兄弟妻，係流二千里；姦父祖妾者絞（註：「謂曾經有父祖子者」，其無子者，即減一

等）；姦父祖所幸婢，減二等。明律均改死罪，且不問被出、改嫁，一體同科，殊嫌太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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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시대에 한족에게는 수계혼 풍속이 없었으며, 따라서 당나라 율법에는 그에 대한 조문이 

없고, 만약 ‘아들이 아비의 첩과 통하고 동생이 형의 처를 거두는’ 상황이 나타나도, 이는 통간죄로 

논하고 처리할 수 있을 뿐이었다. 명나라 율법에는 특별히 수계혼 관련 조항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형이 당나라보다 훨씬 엄중하다. 당나라 율법에 따르면 형제의 첩과 간음한 자는 유형에 처하나, 

명나라 율법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아비와 할아비의 첩, 숙모와 간음한 자는 당나라 율법에서는 

교형에 처하지만 명나라 율법에서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또한 당나라 율법에 따르면 만약 아비와 

할아비의 첩과 사통하였으나 자식을 낳지 않은 경우, 교형을 유형으로 감할 수 있고, 만약 아비와 

할아비의 첩 또는 형제의 첩이 출가하거나 개가한 경우, 일반인과의 통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반면 명나라 율법에서는 상기 상황을 구분하지 않으며, 일률적으로 사형에 처한다. 따라서 설윤승

은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명나라 율법의 변혁과 양형의 변화는 실제로 사회 풍속과 

시정 운영에 따른 결과이다. 만약 「지정조격(至正條格)」에 규정된 한족 남방인이 수계한 경우, 

곤장 87대와 강제 이혼이라는 처벌과 비교하면 명나라 율법은 매우 엄중하다. 당시 위정자들의 ‘오

랑캐 풍습’ 정리 정책이 얼마나 맹렬하고 유교윤리 보급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이를 통해 충분

히 알 수 있다. 

정부의 엄금과 유교 윤리의 보급에 따라, 필자가 읽은 자료를 통해 보면, 명나라 시대의 수계혼 

금지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었다. 비록 일정 시기에 개별 지역에서는 사건이 여전히 발생했지만, 

원나라 시대처럼 전국적으로 보급된 풍속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명나라 시대 각 지방지(地

方志)에는 모두 ‘풍속’이라는 항목이 설치되어 있어, 다수가 현지의 ‘폐속(弊俗)’을 비판하고 있다. 

필자가 읽어본 명나라 시대 지방지에는 지방 혼인 풍속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많은 것은 결혼 시 

재산을 논하는 것, 사치스러운 혼수품, 친영(親迎)하지 않는 것 등이 있고, 수계혼을 논한 부분은 

없었다. 필자가 검토하여 얻은 명나라 시대 민간 수계혼 풍속에 대한 비판은 2개 뿐인데, 하나는 

성화(成化) 21년(1485년) 청선관(聽選官) 장벽(章壁)(출생 및 사망연도 미상)의 건의이며, 다음과 같

다.

臣竊見男女婚嫁，近年以來，有兄亡收嫂、弟亡收弟婦者，有尊卑為婚，有姑舅而姨姊妹嫁娶

者，有同姓為婚者，雖律有明條，民不知禁。

이 상소문은 수계혼과 법령에 금지된 수많은 혼인 풍속을 함께 놓고 있으며, 오로지 수계혼만을 

대상으로 한 상소문은 아니다. 상소문에서 ‘근년이래(近年以來)’는 이전의 글에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 말로서, 아직 부임하지 않은 ‘청선관’이 말한 내용이 현지 풍속인지, 아니면 당시에 비교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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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이었던 사회적 현상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여곤(呂坤)(1536 ~ 1618)이 만력 

17 ~ 20년에 산서 지방에 부임하여 저술한 「실정록(實政錄)」으로서, 시대는 이미 명나라 말기에 

가깝다. 여곤은 당시 산서 지방에 유행하던 수계혼을 그 대상으로 하여 공문을 내려 금지하고 있

다.

兄收弟妻、弟收兄妻，法當兩絞，而鄉村愚人乃以「就和」名色，公然嫁娶。甚至父母主婚，親

朋相賀，大可痛恨。自今以始，但有舊日不知而犯法者，告示一出，即日離異改正。如瞞昧因循

者，許告到官，定問死罪不恕。

산서 지방은 원나라 시대에 수계혼이 크게 유행한 지역 중 하나이다(표 1 참조). 그러나 산서 지

방은 명나라 시대에 북방 변경에 속하여, 수계혼을 시행하던 초원 민족과 인접해 있어, 그 풍속이 

원나라 시대의 유산인지, 아니면 명나라 후기에 북방 민족과 교류하여 새로 받은 영향인지 확인하

기 어렵다. 이상은 필자가 열람한 명나라 시대 민간 수계혼을 비판한 자료 2건이다.

오늘날 살펴볼 수 있는 명나라 시대 한족의 수계혼 사건은 매우 적어서, 동가존(董家遵)이 「중

국 수계혼사 연구(中國收繼婚之史的研究)」의 명나라 시대 부분을 집필할 때, 사용한 자료는 모두 

몽고족과 만족의 자료였다. 필자가 검토하여 얻은 명나라 시대의 ‘동생이 형의 처를 거둔’ 사건은 

단 1건이다. 홍치(弘治) 11년(1498년) 섬서 의천현(宜川縣) 주민인 빙자명(馮子名)이 ‘형이 사망하여 

형수를 취한’ 이 지방 사건은 놀랍게도 황제가 주관할 사건(欽案)으로 승격되어, 명 효종(孝宗)에게

까지 올라간다.

上以事關風化，特命法司會議。於是刑部尚書閔圭等，覆奏以「違逆天道、壞人倫」，定擬絞

罪。仍乞通行中外，有犯此類及親屬相奸者，並依此例擬斷。從之。

이 사건에서 황제는 명을 내려 중앙 사법기관이 회의를 통해 판결하도록 하였고, 그 심리는 특별 

절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건이 당시에 흔치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재판 과정이 이렇게 번잡하고 엄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파악한 자료로 보자면, 범죄 사건으로

서 간혹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수계혼은 명나라 전기에 이미 일종의 보편적인 ‘풍속’이 아니었다. 

명나라 시대의 일부 선비들이 보기에 수계혼은 이미 전 왕조와 함께 사라져간 ‘오랑캐 풍속’이었다. 

성화 초년에 오강(吳江)의 유학자인 막단(莫旦)(1429 ~ 1509)은 「대명일통부(大明一統賦)」를 올

려, 「申明五常兮民用歸極，一洗胡俗兮民皆復古」라고 명 태조를 칭송하였다. 나중에 주석을 단 원

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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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俗自三代以後即壞……至胡元則子烝父妾、弟收兄妻，及兩姨姊妹為婚，恬不為怪。我朝掃數

百年之陋習，厥功大哉！

수계혼 등 몽원의 폐속에 대한 정돈은 후세인의 눈에 명나라 시대의 복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

쳤고, 심지어는 명 왕조가 원소 3대의 정통 지위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주원장이 취한 이러한 

조치는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 권력의 합법성을 구축하고 드러낸 것이었다. 

⼆.� 동성불혼

「대고」에는 수계혼 이외에도 ‘동성혼, 사촌 간의 결혼’도 ‘원나라의 오랑캐 풍속’으로 나열되어 

있고, 위정자들은 입법을 통해 금지하였다. 그러나 수계혼과 다른 점은 이 두 가지 혼인 형식이 만

족 역사에 그 뿌리가 깊다는 점이며, 실제로 금원 시대의 소수민족 결혼 풍속과의 관계는 크지 않

다. 동성결혼은 남송의 민간에서 자주 보이며, 당시에 이미 이를 비판한 사람이 있었다. 중표혼(中

表婚)도 선진 시대 이래로 한족들에게 뿌리가 깊은 일종의 혼인 양식이다. 명나라 초기에는 이 두 

가지 혼인을 금지시켰고, 이는 유교 윤리관념과 실제 명나라의 엄격화를 일정 수준 반영한 것이었

다.

  1) 동성불혼

일찍이 춘추시대에 ‘동성불혼’은 중원 각국이 혼인하고 배우자를 고를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이었다.  소위 ‘남녀가 성을 구분하는 예는 중요하다(男女辨姓, 禮之大司也). 일설에 따르면 이는 주

나라 시대의 예법으로서 「예기」 대전(大傳)편에는 이에 대한 문답이 있다.

四世而緦，服之窮也；五世袒免，殺同姓也。六世親屬竭矣。其庶姓別於上，而戚單於下，昏姻

可以通乎？繫之以姓而弗別，綴之以食而弗殊，雖百世而昏姻不通者，周道然也。

5등급으로 구분된 상복 제도에 따르면, 고조가 같은 친족(4세대)이 사망하면 상복 가운데 가장 

가벼운 등급의 시마(緦麻)를 입어야 하며, 이는 다섯 가지로 된 복제의 끝자락으로서, 자기와 고조

의 부친이 같은 친족(5세대)이 사망하면 이미 입을 옷이 없고, 완장만 차서 애도를 표시하면 되었

다. 한편 6세대에 이르면 친족의 친속 관계가 이미 거의 없어진다. 5세대 이후에 친족은 새로운 성

씨를 가지며, 서로 간의 친족 감정도 거의 없어지고, 일설에 따르면 은나라와 상나라의 제도에 따



| 인문가치 학술 1 |
유교문화의 생명과 상생

157

라 이 때 친족은 서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주나라 제도는 은나라 및 상나라와 달라, 백 세대가 

지나도 혈연관계의 밀접성과는 무관하게 동성인 친족 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 이는 춘추시대 각국 

귀족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한 예법이며, 노소공(魯昭公)이 성이 같은 오나라 첩을 취한 것은 ‘예를 

모르는’ 행동이었다.

선진의 예법 중에 ‘동성불혼’이라는 규정은 다양한 고려에 따른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는 

종족을 번창하게 하는 것, 즉 ‘우성(優生)’이라는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 선조들도 이미 일찍이 

동성 근친혼이 자손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춘추시대 사람들에는 ‘동성인 남녀의 

자식은 번성하지 못하고(男女同姓，其生不蕃)’, ‘내관은 동성에 미치지 못하여 번식이 어렵다(內官不

及同姓，其生不殖)’라는 관념이 있어, 동성혼이 ‘그 자식이 번창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에 따라, 부모가 같은 성씨인 진문공(晉文公)은 60세 넘게 살았는데, 이는 하늘

이 내린 상서로운 현상이었다. 유교 학설이 번창한 후, ‘동성불혼’은 이미 일종의 윤리적 색채를 띠

게 되었다. 「예기」 방기(坊記)편에는 「取妻不取同姓，以厚別也。故買妾不知其姓，則卜之。」라 

하였다. 「곡례」 편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정현(鄭玄)(127 ~ 200)은 이에 주석을 달아 “금수

와 가깝다”라고 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유교의 혼인은 순서를 가장 중시하며, 동성의 

가족 내부 혼인은 동물의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어, 윤리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다. 「국어

(國語)」에서는 동성을 「男女不相及，畏黷故也」라 하였으며, 위소(韋昭)(204 ~ 273)는 이에 주석

을 달아 「畏褻黷其類」라 하였다. 이 외에도 선진의 귀족정치 시대에는 이성이며 동성이 아닌 사

람끼리 결혼하였고, 부원(附遠)도 있어, 통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먼 귀족들이 연락하는 기능도 하였

다. 유교 사상이 사회에 더욱 영향을 미치면서 ‘윤상’이 동성혼을 금지하는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었고, 한나라 시대의 「백호통(白虎通)」에서는 “동성을 취하지 않는 것은 인륜을 중시하고 음일

을 방지하며, 금수와 같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不娶同姓者,

重人倫，防淫佚，恥與禽獸同也)”고 하였다. 

중국의 고대 입법은 본디 ‘예를 율에 반영한다(援禮入律)’라는 전통이 있어, 당나라 율법에는 동

성통혼을 금지하는 특별조항이 있다. 

「諸同姓為婚者，各徒二年；緦麻以上，以奸論」 조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명나라 율법은 당나라 

율법에 비해 훨씬 가벼워, 동성통혼에 대한 제재가 당나라보다 덜 엄격해 보인다. 그러나 청나라 

시대 율법학자 심가본(沈家本)(1840 ~ 1913)은 양자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나라 

율법)의 죄명은 당나라에 비해 가벼우나 범위가 당나라보다 넓어, 당나라 율법의 본의와 다르다”라

고 하였는데, 이는 명나라 시대의 ‘동성혼’ 법에 따른 처벌 범위와 대상은 당나라 율법에 비해 확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긴 원인은 당나라와 명나라의 율법이 ‘동성’이라는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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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가본은 「산제동성위혼율의(刪除同姓為婚律議)」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선진시대에 동성은 반드시 조(祖)가 같아야 했다(즉 부계 조상이 같아야 했

다). 예법 가운데 ‘동성불혼’의 본의는 공통의 부계조상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이 통혼하는 것을 금

지한 것이다. 그러나 진한 이후로, ‘성(姓)’의 개념이 변하게 되어, 동성의 조(祖)가 같지 않아도 되

는 상황이 나타났다. 우선 씨(氏)를 ‘성’으로 하여, 성과 씨를 구분하지 않았다. 심가본은 예를 들면

서 춘추시대의 공씨(孔氏)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공자 성 자(子)(은나라 후예), 정나라의 공숙(孔

叔) 성 희(姬)(주나라 후예), 진나라의 공녕(孔寧) 성 규(媯)(순나라 후예)가 있다. 그들의 조상은 각

각 다르며, 후세에 씨를 성으로 하여 이들 공씨들은 후예는 모두 공씨가 되었는데, 조상이 같지는 

않다. 다음으로는 소수민족이 한족 성씨로 개명한 경우로서, 북위에서 금과 원에 이르기까지, 수 차

례에 걸쳐 소수민족이 한족 성씨로 개명하였다. 그 외에도 사성(賜姓), 다른 성의 양자로 후대를 잇

는 등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후세에 성이 같으나 조상이 다른 상황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성 금혼을 금지하는 교조는 주나라의 예법 제정의 의의와 멀어지게 되었다. 

당나라 사람들은 ‘동성’의 본의를 이해하였고(동성=같은 조상), 따라서 「당률소의(唐律疏議)」에

서는 동성불혼에 대해 「同宗共姓，皆不得為婚姻」라고 해설하며, 같은 조상을 동성 통혼의 합법

성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하였다. 동성이며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결혼할 경우, 모두 위법이었다. 

남녀 쌍방이 만약 동성이지만 조상이 다를 경우, 법률로 금지하지 않았다. 당나라 율법의 동성은 

바로 조상과 성이 같은 경우를 말하나, 명나라 율법의 동성은 동성이나 조상이 다른 경우를 말한

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명률」의 취친속처첩(娶親屬妻妾)조에는 “같은 조상의 시마(緦
麻) 이상의 친족’과 ‘같은 조상의 무복(無服) 친족’을 취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미 당나라 율법 ‘동성위혼’조의 내용에 해당한다(명나라 율법 “같은 조상이며 시마 이상인 친족’과 

‘같은 조상이며 무복 친족’을 합치면 당나라 율법의 ‘조상이 같은 동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나라 

율법은 또한 따로 ‘동성위혼’ 조항을 두었는데, 여기에서 ‘동성’은 동성이지만 조상이 다른 경우를 

가리킬 수 밖에 없다. 「대명률」의 취친속처첩(娶親屬妻妾)조와 ‘동성위혼’이라는 두 조항을 종합

해 보면, 명나라 시대에는 동성이 통혼하면 조상을 불문하고 금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 율

법의 제재 범위는 당나라 율법의 범위에 비해 매우 넓다. 심가본은 동성위혼이라는 명나라 율법은 

‘죄명이 당나라에 비해 가벼워 보이나’ 그러한 판단은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당나라

와 명나라 율법은 각자 동성위혼을 처벌하는데, 아래 표와 같다(이 중에는 통간죄로 처벌하는 오복

(五服) 이내의 동성 근친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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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당나라와 명나라 율법에서 동성위혼에 대한 처벌

     대상 

처벌 

                   동성동종(同姓同宗)
동성이종
(同姓異宗)기친

(期親)
대소공친
(大小功親)

시마 친족 무복 친족

당나라 율법 교형(絞) 유형 2천리 징역 3년 징역 2년 금하지 않음

명나라 율법 참형(斬) 교형
곤장 1백 대, 징역 

3년
곤장 1백 

대
곤장 60대

자료 출처：劉俊文，《唐律疏議箋解》卷一四「同姓為婚」條解析，頁1037；《大明律》卷六「同姓為
婚」、「取親屬妻妾」條，卷二五「親屬相姦」條。關於五服中涉及的同姓親屬對象，參看明律卷首

所附《本宗九族五服正服之圖》。

위의 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명나라 율법은 복내(服內) 동성 근친혼인에 대한 처벌은 당나라 

율법보다 훨씬 엄중하며, 설윤승은 이를 비판하며, 당나라 율법의 양형이 「本極平允，明律改流罪

為絞，改絞罪為斬，未免太嚴」라 하였다. 명나라 율법은 유교 윤리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

고 있는데 기실 이는 명나라 초기의 도덕 엄격화 경향과 일치한다. 

명나라 시대의 정통 예의와 사법적 실천에서는 모두 동성불혼을 엄격히 준수하며, 이는 조상이 

같은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 점은 황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명나라 군대가 수도를 평정할 때, 원나

라 고궁에 있던 포로 중에 주(周)씨 성을 가진 고려인 여성이 있었는데, 명 태조는 그 여성을 궁에 

들이려 하였으나 성씨를 심문할 때 고려인 여성은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자신의 성이 주

(朱)라고 말했다. 따라서 명 태조는 감히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부친에 대해 심문하여 

성씨가 주(周)임을 확인한 후에야 궁인으로 받아들였다. 장주(漳州)의 유학자인 유공장(劉孔章)(출생 

및 사망연도 불명)의 본래 성은 진(陳)씨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외조부가 길러, 유씨 성을 따랐다. 

현지 학자인 유사(劉駟)(? ~ 1387)는 상당한 명성이 있었는데 30세를 넘어 환거포지(鰥居抱志)를 올

렸고, 따라서 친구들이 권유하여 유공장은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성씨가 

유씨였으므로 동성불혼 원칙에 위배되어 유공장은 만약 유사와 사돈을 맺으려면 반드시 원래의 성

씨를 회복해야 했다. 「因配女而改姓，恐涉嫌疑，似乎不可」 이에 대해 유공장은 상당히 주저했다. 

따라서 유사는 친구의 이름을 빌어 편지를 써서, 「若能改姓，以女女之」라 하여, 그 근본을 바르

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위를 얻을 수 있는 「可謂一舉而眾善集」라고 하였다. 정통(正統) 원

년에 장원급제한 명신인 유정지(劉定之)(1409~1469)의 경우, 생모도 성씨가 유씨였다. 나중에 누군

가가 그의 아버지 유모(劉髦)가 동성위혼을 했다고 고발하였는데, 그 당시 유모는 이미 세상을 떠

난 뒤였다. 아들인 유정지는 놀랍게도 이로 인해 연대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후(李詡)(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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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는 「계암로인만필(戒庵老人漫筆)」에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

（劉定之父劉髦）年四十無子，其親友醵金為娶村夫女為妾，父不知其亦姓劉也。生公兄弟三

人……後父卒，英廟時有奏同姓為婚者，公兄弟俱坐詔獄，卒以「卯田留」得脫。此事亦駭人，

使非卯田留，當何律？

결국 유정지의 형제가 그의 모친의 성이 ‘유(劉)’가 아닌 ‘유(留)’라고 거짓말하여 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은 명나라 비사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대부들의 ‘동성위혼’현상이

흔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들만 예교의 제약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원들도 

민간의 혼인 풍습에 상당히 주목하였다. 명나라 중기 하남 민간에는 동성혼인이 유행하였는데, 홍

치 15년(1502년) 하남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이양(伊陽)(지금의 하남성 여양(汝陽)) 현령인 장욱(張

旭)(성화 10년(1474년)에 급제)이 하남도 감찰어사에게 보낸 재난구제 건의문에는 ‘동성혼을 금지하

여 백성의 근심을 구제해 주시오’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民既不知古之大禮，又不遵今之制書。如東村姓張者與西村姓張者爲酒食之交，輙乃指腹成親；

城南姓李者與城北姓李者成心腹之友，便以結衫衿爲証。……夫同姓尚忍為婚，則子承父妾、弟

收兄妻，在一轉移之間耳，與禽獸何別哉！所以棄滅禮法瀆亂綱常，比之天降雨雹、地决河流、

渰倒城垣、溺死人口，其患尤大，誠不可以不慮也。

지방 관원의 눈에는 동성통혼이 윤리를 해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자연재해도 있기 때문에 만약 

시급히 금지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비의 처를 이어받고 동생이 형수를 거두는’ 수준에 이를 것이었

다. 장욱이 보기에 천하의 모든 사람이 만약 동성이라면 나무와 물과 같아서, 비록 천 개의 가지와 

만 개의 잎이 나도, 모두 근본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성씨가 장씨라면 동촌과 서촌을 불문하고, 또

한 성씨가 이씨라면 성 북쪽이나 남쪽을 불문하고 근본적으로 한 가족이었다. 이는 물론 극단적인 

가족 관념이나(명나라 초기의 입법자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 현실 사회에서 종족은 

동성까지 확대되지 않으며, 현실 생활에서 동성도 같은 조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욱도 이를 이

해하여, 자수한 사람은 동성위혼이라는 법령으로만 처분하기로 하였다(곤장 60대, 이혼). 은닉하고 

자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종 무복 친족 간음’ 율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곤장 1백 대, 이혼). 명나

라 시대의 동성불혼 율법의 시행 범위는 넓었고, 처벌도 가중되어, 당시 윤상 관념의 엄격화를 반

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명나라 율법에서 선진 시대 이후로 이어져 온 중표혼을 명확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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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3. 중표금혼(中表禁婚)

중국 고대에는 이모와 외삼촌의 자식을 내형제 자매(中), 고모의 자식을 외형제 자매(表)라고 하

였고, 소위 중표혼은 사촌들이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에서 아주 오래된 일종의 혼인 

전통으로서, 명나라 시대 이전에는 서위(西魏), 북주(北周) 등 양단의 짧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

는 모두 법률에 허용된 범위에 속하였으며, 중국 고대에 명문 귀족들이 가장 중시하는 혼인방식 중 

하나였다. 남송 시기에는 비록 주현관(州縣官)이 ‘사촌들을 혼인시키고 그들과 연을 끊는’ 현상이 있

었지만, 송나라의 홍려(洪邁)(1123 ~ 1202)는 이는 실제로 관원들이 ‘법령을 상세히 읽지 못하여’ 

발생한 오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나라 시대의 「형통, 호혼률(刑統•戶婚律)」에는 외친 혼인

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당나라 율법을 이어받은 것이다. 당나라 율법에 따르면 “그 부

모의 고모, 외삼촌, 두 이모 자매..... 혼인해서는 안되며, 위반하면 곤장 1백 대를 내리고 이혼시킨

다”라고 규정되어, 조문이 간략하고 의미가 복잡하며, 이를 “자기의 사촌 자매와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나, 「당률소의」에 따르면 그 본의는 “「父母姑、舅、兩姨姊妹」，於

身無服，乃是父母緦麻，據身是尊，故不合娶”이다.

이 조문은 실제로 부모의 자매와의 혼인을 금지한 것이다. 부모의 자매는 비록 자신과 친족 관계

가 멀지만(於身無服), 자기보다 한 세대 높은 것은 확실하다(據身是尊), 그러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은 ‘세대가 뒤섞이고 인륜이 질서를 잃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법률로서 명확히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세대의 사촌들이 서로 혼인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다. 「당률소의」에는 

「其外姻雖有服，非尊卑者為婚不禁」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홍려에 따르면, 정화(政和) 8년

(1118년)에 북송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히 사법 해석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 조가 금

지하는 대상이 ‘외삼촌이 외조카를 취하고 종질녀가 종외삼촌에게 시집가는’ 세대가 다른 외가 친척 

간의 혼인이지, 같은 세대의 중표혼은 ‘예법에서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홍무 예속 개혁 중에 중표혼은 ‘전원(前元)의 오랑캐 풍습’으로 간주되어, 정부는 이를 누

가 경고하였다. 지금 존재하는 「대명률」과 「대고」를 비롯한 홍무 시기에 반포된 방문에는 모

두 관련된 금지령이 있다. 홍무 30년 정본 「대명률」 제6권의 존비위혼(尊卑為婚)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前略）其父母之姑、舅、兩姨姊妹……並不得為婚姻，違者各杖一百。若娶己之姑、舅、兩姨

姊妹者，杖六十。並離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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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율법의 이 조의 전반부 내용은 거의 당나라 율법을 계승하고 있으며, 표현만 약간 변경되

어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 중표혼을 금지하는 내용은 명나라 시대에 추가된 것이다. 진붕(陳鵬)은 

명나라 율법의 중표혼 금령이 금원 법률의 옛 조문을 계승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금나라 율법

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확인하기 어렵고, 「원전장」 등 원나라 시대의 사법문서에는 중표 성혼

을 금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진붕은 희곡 소재를 근거로 금과 원이 중표혼에 대한 금지령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하고 「宋人誤解律文，相沿禁止中表為婚，金元遂承宋人之誤而加禁止之」

라고 말하며, 명나라 율법은 금과 원의 구 율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

로 말하면, 명나라 율법은 송나라 사람들이 당나라 율법을 잘못 읽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반론이 있다고 생각하며, 명나라 율법에서 중표혼 금지령의 제정은 깊은 숙려를 거

친 것이고, 배후에 자신의 이론적 근거가 있지, 단순히 옛 율법을 답습하거나 송나라 사람처럼 당

나라 율법을 오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명 태조는 법령 수정을 지극히 중시하여, 「대명률」은 홍무 원년 제1판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시행한 후 정형화되었다. 중간에 최소한 홍무 6년, 9년, 22년, 30년 등 네 차례에 걸쳐 대폭 수정

되었다.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추론하자면, 홍무 17년 이전에 시행된 조문에는 이미 중표혼

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중표혼은 민간에서 오래 이어진 혼인 전통이나, 「대명률」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적 실천과 민중의 생활에 적지 않은 곤란을 가져왔다. 홍무 

17년에 한림원(翰林院) 대소(待詔) 주선(朱善)(1314~1385)은 특별히 이 조문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

였다.

「臣見民間婚姻之訟甚多，問之，非姑舅之子若女，即兩姨之子若女。蓋以於法不當為婚，故為
仇家所訟。或已聘而見絕，或既婚而復離，或成婚有年，兒女成行，有司逼而奪之……議律不

精，其禍乃至於此，痛哉！按律，尊屬卑幼相與為婚者有禁，若謂父母之姊妹與己之身，是為姑

舅兩姨，皆為己之尊屬，己不可以卑幼而匹之。若己為姑舅兩姨之子，彼為姑舅兩姨之女，是無

尊卑之嫌，以門第則相匹，以才德則相稱，以年之長幼則相若，為子擇婦、為女擇婿，莫先於

此。古人未嘗以為非也。……今江西兩浙此弊尤甚，以致獄訟繁興，賄賂公行，風俗凋敝。願以

臣所奏下群臣議，弛其禁，庶幾刑清訟簡，而風俗可厚也。」上然其言。

앞서 언급한 대로, 명나라 율법에서 중표혼을 금지한 규정은 ‘존비위혼(尊卑為婚)’ 조항에 있다. 

주선은 만약 혼인의 대상이 부모의 자매라면, 확실히 상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성혼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혼사를 논의할 대상이 자기와 같은 세대의 사촌 자매라면, 상하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잘 알고 재덕이 비슷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된다. 주선은 또한 주나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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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북송까지의 많은 예증을 들어 고대인이 ‘세혼(世婚)’을 중시하였고, 두 사촌 자매의 통혼은 이학

종사(理學宗師)

라고 불리는 주희(朱熹)조차도 그르다고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선은 신하들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중표혼 금지를 완화하려 하였다. 당시에 신하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였는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실록(實錄)」과 

「명사(明史)」에는 「上然其言」、「帝許之」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1년 뒤(홍

무 18년)에 명 태조가 몸소 반포하여 시행한 대고(大誥) 혼인(婚姻)편에서 중표혼이 여전히 동성위

혼, 수계혼과 함께 ‘오랑캐 풍습’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제1부문 인용문 참조: 주

선의 이견은 아마도 명 태조가 원나라 시대에 옛 풍습에 따라 결혼한 자의 죄를 면해준 결정에 영

향을 주었을 수 있다). 10년 후에 명 태조가 발표한 민간 혼인 및 입사(立嗣) 관련 방문으로 된 금

지령에는 중표혼 금지령이 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해졌다. 

홍무 27년 3월 14일, 예부(禮部)의 서부사주사(署部事主事) 개림(盖霖) 등은 성지를 받들

어：（전략）自胡元入主中國九十三年，華風傾頹，彝倫不敘，致有子烝父妾、弟收兄妻，兄收

弟婦，甚者以弟為男，至於姑舅姊妹亦得成親，以致中國人民，漸染成俗，亦有是為者。朕膺天

命，代元為治，立綱陳紀，復我中國先王之教……今後敢有以弟為男，及姑舅姊妹成婚者，或因

事發露，或被人首告，定將犯人處以極刑，全家遷發化外。

주선의 상소가 있은 뒤, 「대명률」은 22년과 30년에 최소 2번의 수정을 거쳤으나, 그 중 중표

혼과 관련된 조항은 그대로였고, 폐지되지도 않았다. 이는 부단한 수정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홍무 17년에는 중표혼 금지를 완화할 것인가를 두고 명 태조와 신하들 간에 특별한 토론

이 있었다. 주원장의 치국은 ‘안민(安民)’을 가장 중시하였고, 이 조항은 기초 사법이나 민중 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으나, 명나라 율법은 시종일관 이를 고치지 않았는데, 이는 입법자 스스로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금과 원의 옛 율법을 답습했거나 당나라 율법을 오해했는가의 문

제가 아니다. 사촌 사이의 통혼이 상하관계를 혼란케 하지 않는다면 왜 금지하려 하는가? 명나라 

시대의 율법 주석은 이 문제에 답변하고 있다. 요사인(만력 11년(1583)년 급제)은 「대명률부례주

해(大明律附例註解)」에서 사촌 형제자매는 “비록 상하 구분은 없으나 시마 복제가 있다”라고 말한

다. 즉 사촌 형제자매는 비록 세대는 동등하지만 오복에서 시마 친족에 속하며, 친족 관계는 소홀

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왕긍당(王肯堂)(1549 ~ 1613)은 「전석(箋釋)」에

서, 「己之姑舅兩姨姊妹，雖不系尊卑，而親屬未疏，故亦不得為婚姻。」

라며 사촌 형제자매는 시마 친족이며, 조부모/외조부모는 동일인이라 하였고, 비록 고대에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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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엄격한 도덕주의자의 눈에는 사촌 통혼은 여전히 윤상을 혼란케 할 혐의가 있으며, 타당

치 못했다. 명나라 초기에 예식을 정돈하고 윤리를 과정에서 서열을 혼란케 하는 모든 관습은 금지 

대상이었고, 중표혼 금지도 마찬가지였다. 명나라 율법에서 중표혼 조항의 성립은 당시 도덕 엄격

화의 사상적 배경 및 유교 윤리와 질서의 정돈과 회복이라는 정책적 지향과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홍무 시기의 엄격한 법 제도와 준령에 따라 적지 않은 중표혼 부부가 이혼 판결을 받았고 주선

이 말한 「夫婦生離、子母永隔，冤憤抑鬱，無所控訴，悲號於道路,   親戚為之感傷，行人為之嗟

嘆」의 참상이 빚어졌다. 그러나 홍무 시대가 지난 후, 금지령이 완화되어, 민간의 중표혼 전통은 

다시 점차 회복되었고, 명나라 율법의 관련 조항도 사문화되어, 중표혼으로 인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청나라는 명나라 율법을 계승하여, 이론적으로는 중표혼이 여전히 

위법이었으나 강력한 민간 전통에 비추어, 청나라 시대에도 사법적으로 양보할 수 밖에 없었고, 용

정(雍正) 시대의 판례에는 명확히 「姑舅兩姨姊妹為婚者，應從民便」라고 규정되어, 실제로는 중표

혼 금지 법령이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결 론:� 예속 개혁과 명나라의 정치적 합법성

일찍이 지정 20년(1360년)을 전후로 하여, 절강 용천(龍泉) 지방 유학자인 엽자기(葉子奇)(출생 

및 사망연도 불명)는 주원장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합법성을 내세울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내놓았

다. 그는 주원장의 모신(謀臣)인 손염(孫炎)(1323 ~ 1362)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천하지화(新天下之

化; 새로운 천하의 변화)’로서 ‘정천하지통(正天下之統; 천하의 통치권을 확립함)’하는 8가지 대강을 

제출하였다. 

愚聞正天下之統者，必新天下之化；興天下之治者，必革天下之弊。設使弊不革，則治無由而

興；化不新，則統亦無從而正矣……竊謂復聖宋之治，其綱條之大者有八：正彝倫以清化源，簡

英賢以熙庶績，隆廉恥以革貪風，紀孝行以敦禮本，汰冗官以一其權，正刑賞以齊其柄，通錢幣

以權輕重，驗產力以均賦役。凡此八者，當革戎夷之風，一復我家之舊制，則統不期正而自正，

治不期興而自興。

주원장 집단은 이 때 홍건(紅巾) 한송(韓宋) 정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글에서는 여전히 ‘복송(復

宋)’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소위 「正天下之統者，必新天下之化」에 포함된 논리는 바로 문화적 

정통성을 수립하여 정권의 합법성을 논증하며, 한족 문화를 부흥시켜 사대부들이 한족 신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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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엽자기의 상서가 주원장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명나

라 초기에 정통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예속 개혁은 엽자기와 같은 논리대로 

전개되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고대 중국에서 유교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합법성의 주요한 원천이었다. 원나라 시대에 왕위를 찬

탈한 것으로 간주된 주원장 정권이 유교 윤리를 기준으로 예속을 개혁한 것은 질서를 회복하고 풍

속을 정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합법성이라는 심원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홍무 시

기는 아무래도 사대부가 ‘임금을 얻어 도를 행하는(得君行道)’ 시대는 아닐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드문, 유교 이념과 군주가 영합한 시기였다. 명나라 초기에 ‘용하변이(用夏變夷)’를 기치로 한 예속 

개혁은 현저한 도덕 엄격화 경향을 가져왔다. 원래 유연한 도덕적 요구가 명나라 초기에는 율법이 

되었고, 경직된 제도로 변모하였다. 혼인 예속을 두고 말하자면, 금과 원 시대에만 성행한 것이 아

니라 한족 전통 윤리와도 배치된 수계혼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한족 사회가 본디 용인하거나 허용

한 중표혼과 이종동성 결혼도 ‘혼란’을 이유로 명확히 금지되었다. 예속 개혁 과정에서 유교 윤리는 

‘무형 사상’에서 ‘유형 제도’로 변모하였고, 명나라 시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속 정돈을 빌어, 명나라 정권은 자신의 정통적 이미지를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

이 중국과 확연히 다른 오랑캐 원나라를 부각시켰다. 동시대인의 문화와 심리적 동조를 기초로, 오

랑캐와 한족 사이는 다시 벌어졌다. 홍무 시기에 성장한 방효유(方孝孺)(1357 ~ 1402)는 원과 명이 

교체되는 시기의 사대부가 몽원을 정통으로 하는데 깊이 불만을 갖고 「姪母烝雜」、「無人倫上下

之等」의 몽원을 중국 정통 왕조의 대열에서 축출하였다. 태도가 비교적 온화하였던 왕위(王

褘)(1322 ~ 1374)는 그가 즐겨 인용하며 자랑하던 ‘위풍당당한 나의 원나라’가 명나라 초기 오랑캐 

풍속을 금지한 후에는 점차 조용히 「以豪侈粗戾變禮文之俗」、「為士者辮髮短衣」의 생소한 이민

족 왕조로 변모하게 되었다. 홍무 시기에 기세 등등하게 추진한 예속 변혁으로 인해 원과 명의 왕

조 교체는 평범한 왕조 교체를 넘어서 더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명나라 시대의 이학자

인 래지덕(來知德)(1526 ~ 1604)은 이 시기의 역사를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 

元自太祖至順帝，元運已將終矣。國運將終之時，教授鄭咺猶建言本俗不行三年之喪、又收繼叔

嬸嫂，恐貽笑後世。觀斯言，則在君位者禽獸聚麀、五倫掃地、羸豕蹢躅、百罪淊天，不言可知

矣。……我聖祖驅而蕩滌之，不惟有功于生靈，且有功于天地，有功于五帝三王，有功于周孔，

明倫立教者多矣，葢非特漢高祖之止除暴秦也。

  

명나라 사람들은 이 왕조의 개국 황제와 마의를 입고 천하를 거머쥔 한고조를 비교하길 좋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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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래지덕이 보기에 명 태조의 공과 업적은 유방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

는 주원장은 전대의 폭정을 평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민족 통치 100년 이후에 다시 한족의 문화

적 전통과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고 강화하였기 대문이다. 민초 출신인 명 태조 주원장은 혼례와 상

례 풍속 개혁을 포함한 ‘명륜입교(明倫立教)’를 기치로 하여, 중국 문화의 구제자인 ‘성왕’이라는 이

미지를 구축하였다. 주원장의 이러한 성왕 이미지는 명나라 사람들의 머리에 그 뿌리를 깊이 내렸

고, 정치 또는 문화적인 외환이 점차 심해지는 시기에 더욱 선명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한족 문

화의 표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역시도 명과 청이 교체되어 다시 오랑캐와 중화가 변경된 후에

도 망국의 사대부인 고염무(顧炎武) 등이 성조(聖祖)를 계속 그리워한 주된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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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경제는 공존하는가 : 도시재생의 두 얼굴 

Do Life and Economy Coexist? Two Faces of Urban Renewal
                                                

9월 7일(금) 13:00-16:00 / 국제회의실

근대 이후,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무분별한 확장은 우리의 삶과 인식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

한 과정 속에서, 도시는 자연과 인공/문화, 개인과 사회, 지역성과 보편성, 거주와 이주, 성장과 분배 등

과 같은 이분법적 문제에 대한 제기와 해결의 장이기도 했다. 최근 들어와, 여기에 도시 재생이라는 새

로운 이슈는 도시의 공간성을 과거와 현재에 관한 시간성에 대한 성찰로 중재함과 동시에, 도시 정체성

과 관련한 존재론적 문제를 삶의 구체적 장소와 결부시킨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도시재생이 기존의 도시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 경제라는 양분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와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Since the modern times, the rapid and indiscriminate expansion of cities has significantly changed 

our lives and how we perceive them. Cities have also become places where dichotomous problems

—such as nature and artificiality/culture, individuals and society, habitation and migration, and 

growth and distribution—have been raised and resolved. A recent new issue of urban renewal is not 

only mediating the spatiality of a city with reflection on the temporal nature of the past and 

present but is also associating the ontological problem related to urban identity with a specific 

place of life.

In this session, we will delve into how urban renewal has transformed different perspectives of 

existing cities and, in particular, how it faces complex structural problems between life and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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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누구까지 포용해야 하는가 : 

인간과 생명의 존중과 도시재생

임동욱 (한국외대)

초록

도시는 인류 문명의 결과물이지만 그 자체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

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을 겪었기에 그만큼 쇠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시켜 도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다는 계획이다. 그 방법은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역사적 자취를 

중시하는 시간의 축, 구역별 쓰임새를 고민하는 공간의 축, 의미와 가치의 부여를 존중하는 인간의 

축 등 3가지 축을 설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 분석을 심층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

다. 이와 더불어 사회갈등을 줄이고 빈곤과 배제를 해결하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 정책이 요구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물 생태계를 인정하고 도시와 결합시키는 생태도시로의 발돋움을 장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서론 :� 도시화의 부작용과 도시재생의 등장

인류의 역사는 “도시화(urbanization)의 역사”라 불러도 무방하다. 기원전 3,700년 경부터 지금까

지 6천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류는 도시를 만들어왔다.1)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산업혁명 시대 

즈음 전체 인류의 10%를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늘어났다. 현재는 인류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으

며 2050년에는 6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도시 거주민의 비율은 북미가 82.2%, 남미가 80.7%, 유럽이 74.5%, 오세아니아가 68.2%, 아

1)� Meredith� Reba,� Femke� Reitsma� &� Karen� C.� Seto,� “Spatializing� 6,000� years� of� global� urbanization� from�

3700� BC� to� AD� 2000,”� Scientific� Dat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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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가 49.9%, 아프리카가 42.5% 순이다.2)

도시는 인구밀도와 규모가 마을 크기를 넘어선 구역 중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거대

한 거주 군집을 이룬 지역을 가리킨다.3) 도시는 인류 문명의 결과물이지만 그 자체는 하나의 생명

체처럼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지역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를 뿐이

다. 다만 선진국의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서서히 발전해온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빠른 도시화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4)

우리나라는 현재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도시의 성장이 향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

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80년대 이후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토지를 개발했으나 도시 외곽의 개발로 구도심은 인구가 감소하고 기능이 쇠퇴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도시쇠퇴’의 징후는 전국 144개 시·구(자치구) 중 3분의2에 달하는 96개에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쇠퇴도시는 주거환경과 사회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농어촌 지역보다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다.5)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다. 활력을 잃어가는 구도심 또는 원도

심의 환경을 개선해 경제활동과 거주의 양상을 재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2013년 12월 시행되어 

국가 도시재생 사업의 근거를 이루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도시재생법’

은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

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79

번 과제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만 지원했을 뿐 도시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구체적인 정책은 부족

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나누었다.6) 이와 더불어 57개의 사업모델 

2)� UN� DESA(Population� Division),�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key� facts),� 2018.

3)� Louis�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938.

4)� 송미경,�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성장 전망」,� 『World� &� Cities』,� 7,� 2014.

5)�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도시의 현주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2018� 접속.�

� � � (http://www.city.go.kr/portal/info/policy/1/link.do)

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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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제시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대규모 철거 및 재건축 중심 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도출된 것이다. 도시가 쌓아온 

역사적인 자취들을 일거에 파괴하고 현대적이지만 획일적인 모습으로 강제 성형시키는 방식은 오

늘날 우리의 도시가 처한 상황에 걸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2.� 도시의 시간,� 공간,� 인간적 측면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도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시각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사업의 측면에서는 도시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바라

보고 거대 차원에서 획일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공간과 구역마

다 특색을 살려 개발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거대하고 랜드마크를 

세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지만 해외의 유명 

건축물 스타일을 빌려오거나 단지 예쁘고 멋있고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의 한계는 지적 

받아 마땅하다.

도시의 생명력은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가지 축이 마주치는 접점에서 풍성해진다. 시간의 축에

서는 역사적 변천에 따라 생겨나고 남겨진 자취들을 보존하고 현재의 모습과 병치시킴으로써 파노

라마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공간의 축에서는 쓰임새와 특성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각각에 적합

한 방식으로 개발과 활성화를 진행시켜 도시의 유기적 작동을 돕는다. 인간의 축에서는 복합적인 

집단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보호를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이 3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평가하기 어렵다.

첫째로, 시간의 축에서는 도시가 보유한 시간의 퇴적층을 제대로 보존하거나 되살려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신석기시대 유적부터 삼한시대의 마한, 삼국시대의 백제·신라·고구려, 고려의 

남경(南京), 조선의 시기별 유적, 6.25 이후 현대의 재건 과정이 켜켜이 쌓여 있음에도 도심지는 몇

몇 문화재를 제외하면 현대에 지어진 도로망과 대형건축물에 잠식 당해 시간의 변천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인문지리학에서는 ‘게니우스 로키(genius loci)’ 또는 ‘지니어스 로사이’라 불리는 개념을 사용한다. 

‘장소의 영혼’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로마시대의 토속종교에서부터 특정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신령

스런 존재로 추앙받아왔다. 게니우스 로키는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켜보고 그 기억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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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채로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떠한 장소가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는 이유는 시간의 퇴적을 

포함하고 있는 게니우스 로키 때문이며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부여해준다.7) 시간의 변천이 담겨 있는 역사적 자취들을 함부로 없애거나 강제로 성형시키

면 게니우스 로키의 연속성은 끊어지고 도시는 의미 없는 신축공간으로 전락할 뿐이다.

둘째로, 공간의 축에서는 각 공간에 적합한 방식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발견해내는 작업이 충분

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린 채 획일화되어간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어느 귀퉁이를 바라보아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눈에 띈다. 대로변

이든 골목이든 차와 사람이 우선순위 없이 뒤엉키고, 행인의 시선을 끄는 네온사인은 유행가든 주

택가든 가리지 않고 불을 밝힌다.

인본지리학은 이러한 공간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지리학

은 자연이 남긴 요소와 자취를 연구하는 자연지리학(physical geography)과 인간이 남긴 요소와 현

상을 연구하는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으로 크게 나뉜다면, 이 요소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과 감성을 중시하는 것이 인본지리학 또는 인본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이다.8) 이

푸 투안(Yi-fu Tuan)과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로 대표되는 인본지리학은 물리적인 공간 요

소에 인간 중심의 정서적 요소를 결합시키는 태도로 구별되며, 공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

장으로 귀결된다.9) 

공간(space)은 물리적 위치를 가리키며 인간의 경험과 아직 투영되지 않은 추상적인 세계를 뜻한

다. 여기에 인간이 감성적, 경험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탐구하면서 장소(place)로 변화한

다. 예를 들어 광활한 벌판을 바라볼 때 배경 문화권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개척시대를 살아온 미국인들은 자유와 가능성을 떠올리는 반면에, “보이는 곳까지 끝없는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평원의 한가운데에는 하찮고 비참한 작은 사나이가 서 있다. 그는 이 황량한 대지 

위에 던져져서 갤리선을 젓는 노예처럼 노동한다.”라는 문학가 막심 고리끼의 지적처럼 러시아인들

은 정반대로 무력함과 억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10)

도시라는 공간은 농·어촌과 비교하면 동일한 특질을 지닌 등질지역(uniform region)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용도와 거주자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 7)� Christian� Noberg-Schulz,�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1979,� p.6.

� 8)� Yi-fu� Tuan,� “Humanist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6(2),�

1976,� pp.266-276.

� 9)� 이푸 투안의 저서는 『공간과 장소』(대윤,� 2007)� 및 『토포필리아』(에코리브르,� 2011)가� 있고,� 에드워드 렐프의 저

서는 『근대도시경관』(태림문화사,� 1999)� 및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이 있다.

10)�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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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이라는 작업이 도시공간을 하나의 등질지역으로만 판단하고 구역마다의 개

성을 말살시켜 획일화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셋째로, 인간의 축에서는 공간에 대한 시각에 인간의 입장을 결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본

지리학은 하나의 ‘공간’은 누가 그 공간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여러 층위의 

‘장소’로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닌다. 인간이 덧붙이는 의미와 가치는 단순한 감정

과 정서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렐프는 이를 정체성(identity)의 차원에서 설명했다. 어떠한 장소

든 그 자체가 가진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를 ‘장소가 가진 정체성(identity of a place)’이라 

한다. 도시재생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소성(placeness) 즉 “이 구역은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

니 이렇게 개발하자”는 식으로 반영된다. 이와 동시에 ‘장소에 대한 정체성(identity with a place)’

도 설정할 수 있다. 그 장소 덕분에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면 즉 장소감(sense of place)까지 

중시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과 정서적인 장소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가 지닌 역사유적이나 문화유산을 되살리고 활용해 도시재생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

펴보자. 해당 유적이나 유산에 집중하는 것은 장소성을 살리는 일이지만, 이와 연관된 도시 거주민

들의 시각이나 관점 즉 장소감은 배제한 채 중앙정부와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가치관만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공간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는 그 공간과 

관련된 인간의 정체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대의 도시재생은 수십년 전에 진행되었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새마을운동의 형태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띠어야 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대규모의 광

장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만이 도시재생이 아니다. 도시 안에 거

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도시, 그 구역, 그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반영해야 한다. 도시재생

의 결과물로 주목받는 것은 대부분 연출공간(staged space)이다. 홍보에 적합한 커다란 규모와 화

려한 모습을 지녔다. 그 뒤에 생활공간(living space)이 숨어 있다.11) 오늘날의 도시재생이 시각적

인 연출공간에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주민들의 생활과 삶이 이어지는 실제 생활공간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임동욱,� “연출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시키는 도시재생:� 인본지리학 관점의 포용 제안,”� The� 8th� East-Asian�

Inclusive� Cities� Network(EA-ICN)� Workshop,� 2018,� 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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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용도시 정책의 등장

도시의 거주민들이 가지는 시각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누구인지부터 규정해야 

할 것이다. 거주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관세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3

개월 이상 머무른 사람을 단순여행객과 구별해서 거주자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1년 미만 거주자는 단기체류자, 1년 이상 거주자는 이사자라 분류해 과세를 달리한다.12) 이를 

도시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규칙을 적용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국민이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때

는 주민등록을 하도록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3)

그러나 이 기준은 도시 주민을 판별하는 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으며, 도시 외곽에 거주하지만 업무와 학업 때문에 도시 내부로 통근하

는 사람도 있다. 평생을 해당 재역에서 살다가 최근 이사를 나간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행위로 다

툼이 생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지만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입도(入島)’라

는 질문을 사용한다. 관광 차원에서는 배나 비행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입도’라 하지만 

제주 토박이들이 모인 곳에서의 ‘입도’는 가문이 제주도를 터전으로 삼은지 얼마나 되었냐는 뜻으로 

“입도 몇 년인가” 하고 묻는다. 도시는 주민등록을 옮겨 들어온 순간부터 주민으로 취급한다. 그러

나 제주도는 입도 100년 안쪽은 주민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데 더딘 경향이 있고, 입도 몇백 

년은 되어야 토박이 취급을 한다.14) 제주의 성씨 중 고, 양, 부씨는 역사시대 이전부터 있었기 때

문이다. 이처럼 정책으로서의 지역과 공동체로서의 지역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또한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도시는 누구까지 거주민으로 끌어안아야 하는가. 법적으로 정의된 주민의 기준에 추가하

여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주민의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공동체의 범위에 대한 인식도 사람

마다 제각각이다. 주민등록이 타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발전기금을 많이 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귀화 시험에 통과해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에도 인종차별을 겪

는 경우도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소득 격차가 난다는 이유를 대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정치적 노선이나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

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공동체를 분열시켜 순혈주의를 내세우는 배제(exclusion)의 행위가 언제 어

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분리와 배제는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12)� 관세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89호,� 2014.8.1.� 시행.

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법률 제14286호,� 2017.12.3.� 시행.

14)� 김동주,� 「입도 600년 도민,� 난 제주를 떠나고 싶지 않다」,� 『제주의 소리』,� 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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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 로드릭(Dani Rodrick)은 사회갈등(social conflict)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수를 개발

하고 계측 방법을 수치화했다.15) 사회갈등의 요인은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 갈등, 인

구 스트레스의 4가지가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종

교 및 민족문화 갈등은 적은 편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사회갈등 정도를 조사하면 24개 OECD 국가 

중 칠레, 이스라엘, 터키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갈등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갈등

관리 노력은 27위에 그치는 상황이다.16)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연간 수십 조에서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다. 방향과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 이미 많은 부분이 양극화

되어 각자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정부

가 나서서 고소득자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하지만 그 

방법이나 속도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17) 거주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 소유자

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지만 미소유자는 집값 상승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단순한 해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간 과정으로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은 2012년부터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왔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나 기관 사이에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

는데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갈등관리가 정책 차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갈등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다.18)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대립하는 ‘배제’의 태도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10

년대 중반까지 세계경제에 신자유주의적 체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금융자본에 부가 집중되는 등 심

각한 양극화 및 배제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국

제기구들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19) 이후 

15)� Dani� Rodrik,�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1999,� pp.385-412. 
16)� 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2015.

17) 현진권,�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연구원(KERI),� 2013,�

pp.10-12.

18)� 서울특별시,� 『2018� 갈등관리 매뉴얼』,� 201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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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UN해비타트는 이를 공간적 논의로 발전시켜 도시계획에도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는 등 

배제가 아닌 포용(inclusion)을 중시하고 있다. 포용은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을 너그럽

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도시에 포용성을 도입하고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포용도시(inclusive city) 개념을 탄생시켰다. 수

전 페인스틴(Susan Fainstein)은 도시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정의도시(Just City)’라고 

부르며 그 방법으로 민주주의(democracy), 공평함(equity), 다양성(diversity)을 제시한 바 있다.20)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이 3가지 기준에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포용도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연구에 돌입했다. 이때 제기된 문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중

심으로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의 창의성과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도시는 개발할 수 있는가.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소

인 사회적 결속력을 위협하는 도시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해 도시는 어떻게 대처할까. 셋째,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가.21) 우리의 도

시재생은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시간, 공간, 인간의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포용적인 태도를 불어넣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 인간 존중에서 더 나아가 생명 존중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탄생, 성장, 쇠퇴, 소멸한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물리적 공간의 체계만을 중시하는 근대의 도시계획이 인간의 질적 행위를 기능의 차원으

로 환원시키는 바람에 도시의 활력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도시에서 인간을 배제시키는 도시계획

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제이콥스의 지적에 미국에서는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이 촉발되기도 했

다.22) 

그러나 우리의 도시재생은 여전히 연출공간만을 신경 쓰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시간적 잔여물을 

보존하는 일도 등한시하고, 공간적 쓰임새를 고민하는 일도 심층적이지 않다.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19)� 문정호,� 「포용도시 등장배경과 의미」,� 『도시문제』,� 52(582),� 2017,� pp.22-25.

20)� Susan� S.� Fainstein,� The� Just� City, University� Press,� 2010,� p.23.
21)� 변미리,� 「포용도시 연구동향과 특징」,� 『도시문제』,� 52(582),� 2017,� pp.26-29.

22)�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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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핵심요소마저도 외면하며 배제 정책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올림픽 때는 대형 국

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거주지를 무작정 철거했고, 최근의 도시재생에서는 관광객의 

입맛에 맞출 뿐 주민들의 생활공간 기능은 무력화시키곤 한다. 게다가 주민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

어 분리시키고 배제하는 일도 당연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는 그저 물리적 공간일 뿐이지 의

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없다.

대안은 포용이다. 나와 다르다 해서 무조건 배격하고 내쫓고 멸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사회 전체

에는 커다란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적 의사 표명과 다양한 생활방식의 존

중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시각적으로 화려한 도시가 아닌 내면적으로 정의

롭고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갈 시기가 되었다.

배제와 분리는 작은 차원에서 이미 촉발된다. 나와 이웃이 반목하는 데서 사회 전체의 갈등이 예

견되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해결책 또한 작은 차원에서 출발할 수 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

고, 계층 간의 이해를 높이고,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존재에 대한 배려

를 반대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빈자, 동성애자, 이주노동자도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작정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기회를 늘

려 이해의 폭을 넓히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동물과 생태계를 존중하

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도시 자체가 생명체이고 도시에 사는 인간이 생명체인 것처

럼, 도시 곳곳에 뿌리를 내린 동물과 식물도 보이지 않는 생태계를 이루며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 

인간이 직접 기르는 개, 고양이, 화분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는 동물, 식물, 곤충, 박테리아까지 거

대한 생태계이자 생명체 집결지인 비오톱(biotop)으로서 존재한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동물의 

유기”, “녹지의 파괴”, “꿀벌의 감소” 등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인간의 3

개 축에 생태계를 덧붙여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의 마스터

플랜에 포용도시 개념을 결합시키고 포용의 범위를 생태도시까지 확장시킬 때 비로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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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워 드
도시재생,� 인문생태주의,� 유리 브론펜브레너,� 질베르 뒤랑,� 생태학적 체계이론,�

의미의 물줄기,� 뉴어바니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는 기존의 도시가 지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일정 도시 지역에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
전과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쇠퇴 현상을 방지하며,� 도시지
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해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도덕적 측면의 갱생(更生),� 부흥,� 개혁,� 쇄신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인문생태주의 관점의 도시재생을 제시한다.�
여기서 ‘인문생태’란 생태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며,� ‘인문생태
주의’란 ‘인류와 자연,� 자신과 타인이라는 대립적인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생태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론과 실천’이다.� 인문생태주의는 인간 사회와 자연이 생명유지의 차원에서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신념 속에서 사회가 자연 친화적인 양태로 지속 가능하기를 희구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예로 유리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과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의 ‘의미의 물줄기(Bassin� sémantique)’를 살펴본다.� 두 이
론의 탐색은 인문생태주의 아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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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인문생태적 탐색

- 유리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질베르 

뒤랑의 ‘의미의 물줄기’

유제상(용인송담대)

1.� 서론:� 도시재생의 대안적 이론으로서의 인문생태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기존 도시가 지니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피터 로버츠(Peter Roberts)와 휴 사익스(Hugh Sykes)가 저술

한 『도시재생: 핸드북』(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2000)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일정 

도시 지역에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행동”으로 정의된다.1) 따라서 도시재생은 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쇠퇴 현상을 방지하며, 도시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이는 단순히 특정한 도시의 인프라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지역

의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

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3)

현대적인 공간 및 장소 관련 이론이 그러하듯이 도시재생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주목한다. 

이는 오늘날 구체적인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원과 재화가 고갈되고 환경오염의 문

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탓이다. 또한 지속된 기술발달은 도시민으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요건을 

1)� P.� Roberts� &� H.� Sykes� (ed),�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Publication,� 2000.

2)� 오동훈,�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 밴쿠버 그랜빌아일랜드와 베를린 쿨트어브

로이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 p.178.

3)� 김영환·최정우·오덕성,�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의 기본전략 및 계획요소」,� 『국토계획』� 제38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03,�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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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게 만들었으며, 후술할 문화나 예술과 같은 인문적 요건이 이에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도시재생의 원칙 및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개념이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

국의 건축가 클라렌스 아서 페리(Clarence Arthur Perry)가 제시한 근린주구(近隣住區, neighborhood 

unit) 개념에 근간을 둔 뉴어바니즘은 기존 도시에 대한 반성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 인간과 환경 

중심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운동이다. 이러한 뉴어바니즘은 신경제주의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는 경

제적으로 쇠퇴된 도시를 지식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

리를 지닌다.4) 따라서 이른바 ‘마을 살리기’를 위시로 한 국내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반은 뉴어바니

즘의 특징을 지닌다 할 수 있겠다.

어떤 정의를 따르던, 우리가 주로 접하는 도시재생은 그 개념 속에 낙후된 인프라의 회복을 상정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재생(再生)이라 부르는 regener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재건과 같은 물리

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도덕적 측면의 갱생(更生), 부흥, 개혁, 쇄신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과거의 번성과 무관하게, ‘현재 낙후되거나 쇠퇴한 도시에 대해 물리적 재건

과 정신적 개혁 및 쇄신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됨이 마땅하다.5) 이는 물리적인 방법이 주가 되는 도시재생에 내재된 한계 때문이다. 물리적 

도시 인프라의 복원은 도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도시가 지닌 정신적인 면, 그곳에 

깃든 장소적 특징까지 복원해주진 않는다. 이는 오늘날의 도시재생이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시선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주로 살펴볼 내용은 인문생태주의 관점의 도시재생이다. 여기서 ‘인문생태’란 

생태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며, ‘인문생태주의’란 ‘인류와 자

연, 자신과 타인이라는 대립적인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생태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만

드는 이론과 실천’6)으로 일컬어질 수 있겠다. 

생태계를 비롯해 도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은 이미 1950년대부터 도시계획 분야에 

사용되어왔다. 일종의 형식적 방법인 시스템 접근법은 구성 요소의 집합이나 속성의 구조적 집합으

로 정의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상정한다. 이는 그 시스템 내부에서 진행되는 전체적 작동성에서 개

4)� 서수정,�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험시 도시재생의 특성」,� 『국토계획』� 제42권

제7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p.130.

5)� 송기백,�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26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2010,� p.307.

6)� 이명균,� 「인문생태와 산업의 관점에서 본 기후 변화의 영향」,� 『한국학논집』� 제3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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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구성 요소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결정한다.7) 따라서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시스템 접근법은 도시

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분절에 초점을 두고 그 구성 요소 사이의 흐름과 과정을 부각할 수 있다.8) 

여기에 생활상의 변화를 가치평가에 의해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문학

적 가치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인문생태적 관점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9)

어떤 형태이든 인문생태주의는 인간 사회와 자연이 생명유지의 차원에서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신념 속에서 사회가 자연 친화적인 양태로 지속 가능하기를 희구한다.10) 본고는 이에 대한 예로 

유리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과 질베

르 뒤랑(Gilbert Durand)의 ‘의미의 물줄기(Bassin sémantique)’를 살펴본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

적 체계이론은 본래 사회복지학에서 언급되는 이론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그리

고 뒤랑의 ‘의미의 물줄기’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물줄기의 형성’

이라는 자연 현상에 비유되는 사회·문화의 흥망성쇠를 다룬다. 필자는 두 이론에 대한 본고의 분

석을 통해, 도시재생에 인문생태적 관점 적용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선 브론펜브

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유리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도시재생

생태학(生態學, ecology)은 생물 또는 군집(群集)을 물리적 환경과 연결해서 조망한다는 점에서 

고유의 특징을 지닌다. 이는 자연적 존재 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기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기

반 위에서 자연과학의 인과적 설명과 예측을 도모한다. 그런데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변화가 요청되고, 이에 따라서 생태학적 인식은 사회과학의 지평에서 사회현상의 인과적 설

명과 예측, 그리고 갈등 해결과 연계된다. 이때 제도와 생활양식의 혁신을 수반하는 패러다임 전환

이 이룩되어야 마침내 근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므로 인문학적 지평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생태학적 인식이 생태주의라는 이념의 지평으

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11)

� 7)� 김성도,� 『도시 인간학 -�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안그라픽스,� 2014,� p.186.

� 8)� Ibid.

� 9)� 한면희,� 「인문생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학논집』� 제3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p.29.

10)� Ibid.,�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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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태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심층생태주의(深層生態主義, Deep Ecology)를 들 수 있

다. 심층생태주의의 주창자인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르네 네스(Arne Næss)는 그것을 “유기체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유기체들이 그것들의 유기적이고 비유기적인 여건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조성

되는 생활조건에 대한 학제적인 과학적 탐구”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연적인 존재 사이의 연관성에 주

목한다.12) 또한 그는 과학적인 생태학이 자연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변화만을 승인할 뿐이

지, 그 변화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밝혀 그것이 인문적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13)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전통적인 체계이론에 생태학을 접목한 것으로, 본래 아이의 

발달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주로 활용되어, 개인

과 환경 간의 적합성과 상호교류, 그리고 이러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대한 포괄적인 실천지

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체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체계 수준을 브론펜브레너는 생태학적 환경(ecological environment)으로 

규정하고, 이들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각 체계는 자율성을 지니면서도 다른 체계와

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14)

<표 1> 생태학적 환경의 네 가지 체계

구분 내용

미시체계

(microsystem)
가족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 내의 활동, 역할, 대인관계 유형

중간체계

(mesosystem)

학교 및 가족과 같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둘 이상의 환경 내의 활동, 역할, 

대인관계 유형

외적체계

(exosystem)

둘 이상의 환경 사이 일어나는 연결성으로, 이중 적어도 한 가지는 가족의 직

장과 같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지 않은 체계임

거시체계

(macrosystem)

민족 집단 체계와 같이 특정한 문화유형이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

미함

11)� Ibid.,� pp.8-9.

12)� A.� Naess� &� D.� Rothenberg,�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36.

13)� Ibid.,� p.24.

14)� 이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도서를 참조했다.�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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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개인의 생활공간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취급하며 개인의 행

동은 가족과 지역사회, 문화체계 등의 다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후 알란 켐프(Alan 

Kemp)는 생태학적 환경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의 셋으로 단순화하는데, 이들 중 미

시체계는 개인적 수준의 변인 ─ 개인적 행동, 성격, 동기, 정신병리학적 측면 등 ─ 이고 중간체

계는 중간 수준의 변인 ─ 가족이 사회체계 내에서 기능함 ─ 이며 거시적 체계는 지역사회 내에

서 일어나는 현상을 포함해 설명했다.15)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인은 환경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하되, 상호교류(transaction)와 적응

을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를 주고받는다. 여기서 상호작용이 개인과 환경이라는 두 요소가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분리된 정체성을 보유하는 것이라면, 상호교류는 두 대상이 서

로 섞여서 통하는 것으로 상호작용과는 달리 개인과 환경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하나의 체계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상호교류는 무언가를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이므로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리고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거나 급여 등의 보상을 얻는 긍정적

인 상호교류가 있는 반면, 직장에서의 해고, 타인과의 다툼, 소음과 신고 등의 부정적인 상호교류 

또한 존재한다.

개인은 자신이 몸담은 생태학적 환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들 환경체계와 개인 간

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발달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의 개인은 

‘환경 속의 인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개인은 환경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창조해

내는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 생태학적 환경은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을 포괄하므

로 도시재생에서 언급하는 환경과 여러 측면을 공유한다.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며 인간

의 삶을 지배하는 공간이다. 도시 공간은 도시 거주자에게 집과는 다른 하나의 주거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 얻는 심리적 영향은 곧 사회적 생산성 내지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

에서 도시재생 내에서의 중요성을 확보한다.16)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 중 도시재생과 연계되는 것으로 거주환경

(habitat)과 적소(適所, niche)가 있다. 여기서 거주환경이 개인의 문화적 맥락 내에 존재하는 물리

적 및 사회적 환경에 관한 것이라면, 적소는 특정한 집단이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에서 차지하는 직

접적인 환경이나 지위를 의미한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은 적소인데, 이는 자

연 생태계의 적소 개념을 인간 생태계에 적용시킨 것이다. 적소의 수용한계가 초과되거나 본래의 

15)� HS.� Lee,�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uicide.� Hakjisa,� 2008,� pp.97-98

16)� 이호상·이명아,�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나오시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제10집,�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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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다른 적소로 이주한다. 이는 체계가 경쟁관계에 있는 성원들 

중 각 적소에 가장 적합한 이를 선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환경이 도시민의 환경적 만족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적소는 그 도시민이 있을 적절한 장소를 생태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상술한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특징적인 요소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학적 관점

에서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힘을 체현하고 반영하는 연계성 속에서 자연과 연루되어있

다. 따라서 도시는 자연의 통합적 부분이며, 자연은 도시의 사회적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

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7)

첫째, 도시는 생태학적 체계다. 그중에서도 거시체계를 제외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의 

특징을 포괄한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학적 체계로 사유하고 그것을 이론화하는 작업은 도

시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에너지의 투입과 그 성장에 수반되는 생태학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둘째, 도시와 자연은 생태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도시민은 ‘환경 속의 인간’으로, 그곳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태학적 적소를 찾는다. 자연은 도시에 그 모습을 잘 드러내

지 않지만, 기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현존한다. 다만 우리는 생태학적 위험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의 증대’로 인해 짐작할 뿐이다.

셋째,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많은 수의 도시가 그것의 미래를 

파탄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환경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환경의 질은 서

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이를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사회정의

에 관한 제도와 도시민의 활동이다. 이에 대한 방관과 무관심으로 초래되는 위험은 가장 낮은 수준

에 위치한 도시민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이미 생태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3.� 질베르 뒤랑의 ‘의미의 물줄기’와 도시재생

뒤랑은 본래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원형이론을 인용해 자신만의 인간학 연구 방

법론인 ‘이미지의 동위적 분류도(Classification Isotopique des Images)’를 제시했다. 그랬던 그가 

『상상계』(L’Imaginaire: Essai sur les sciences et la philosophie de l’image, 1994)나 『신화학 

입문』(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Mythes et sociétés, 1996)에서 ‘의미의 물줄기’라는 개념을 

17)� 생태학과 도시재생의 연계와 관련된 내용 요약은 다음을 참조했다.� 김성도,� op.� cit.,� 2014,�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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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것은 기존 서구 역사학에서 제시된 고대-중세-현대의 천편일률적인 시대 구분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의미의 물줄기’의 구분과 내용

구분 내용

스며나옴

(Ruissellement)

하나의 주어진 문화 환경 내에서 여러 새로운 흐름들이 형성된다. 그것들은 

때로는 과거의 아주 먼 시기에 사라졌던 옛 의미의 물줄기가 소생해 나온 것

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이 어떤 역사적 상황들로부터 태어

나기도 한다(전쟁, 침입, 사회적 혹은 과학적 사건들).

분수기

(Partage des eaux)

물줄기들이 결합하여 당파, 학파, 사조를 이루고 다른 방향성을 가진 흐름들

과 서로 맞서는 현상을 빚는다. 이 단계가 상상계의 체제들이 싸움을 벌이고 

대립하는 단계다.

합류기

(Confluences)

지류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강이 이루어지듯, 하나의 큰 흐름이 형성되려면 

흐름들을 모으게 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권위나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인

정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강의 이름

(Au nom du fleuve)

전설적인 일화 등에 힘입은 하나의 신화 혹은 하나의 이야기(역사)가, 그 의

미의 물줄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거나, 하나의 명칭으로 대신해 보여 줄 수 

있는 실제 혹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시기다.

연안 구획

(Aménagement des 

rives)

양식적, 철학적, 합리적 공고화가 이루어진다. 바로 제2의 창건자, 혹은 이론

가의 시기이다. 때로는 범람 현상이 일어나 그 흐름의 몇몇 전형적 성격들이 

지나치게 과장되기도 한다.

델타로 남기

(Épuisement des 

deltas)

곡류와 변이들이 형성되는 시기. 세력이 약해진 물줄기는 여럿으로 나뉘어 

이웃에 있는 흐름들에 흡수되어 버린다.

뒤랑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가 순환한다고 보았기에, 사회·문화·역사적 총체의 단순한 시

기상의 구분이 아닌 그것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의미의 물줄기’

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영향을 받아 구조주의적 도식에 가까웠던 그의 ‘이

미지의 동위적 분류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18)

‘의미의 물줄기’는 역사의 흐름을 물줄기의 생성과 소멸에 비유한 것이다. 뒤랑이 자연현상과 비

교해서 자신의 이론을 명명한 것은 그의 스승인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를 연상시킨다. 

바슐라르 또한 사원소설에 입각해 물, 불, 공기, 흙의 물질적 상상력을 명명한 바 있다. ‘의미의 물

18)� G.� Durand,� 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Mythes� et� sociétés,� Albin� Michel,� 1995,� pp.123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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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는 여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새로운 흐름들이 형성되는 ‘스며나옴(Ruissellement)’ → 상상계의 

체제들이 싸우고 대립하는 ‘분수기(Partage des eaux)’ → 하나의 큰 흐름이 여러 흐름들을 모으는 

‘합류기(Confluences)’ → 큰 흐름이 전형적인 의미의 물줄기를 보여주는 ‘강의 이름(Au nom du 

fleuve)’ → 철학적 양식이 공고화되는 ‘연안구획(Aménagement des rives)’ → 공고화 이후에 곡류

와 변이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델타로 남기(Épuisement des deltas)’가 바로 그것이다.

‘의미의 물줄기’가 지니는 일련의 흐름은 뒤랑이 제시한 ‘이미지의 동위적 분류도’에서 종합적 구

조의 특징을 띤다. 이 분류도는 ‘낮의 체제(Régime Diurne)’와 ‘밤의 체제(Régime Nocturne)’의 둘

로 나뉘며, 인간의 원형적 행위와 원형, 상징, 이미지가 모두 두 체제에 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낮과 밤의 두 체제 구분은 융 또는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제시한 남성과 여

성의 상징 구분과 흡사하지만, 뒤랑은 이러한 구분이 불러올 수 있는 이분법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밤의 체제’를 다시 양분해서 신비적 구조(mystiques)와 종합적 구조(synthétiques)로 나누었다.

뒤랑은 클래식 음악을 예로 들어 종합적 구조가 지닌 의미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서로 대립되

는 것들에게 시간 속에서 동등하거나 상반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종합적 구조에

서의 종합이란 대조적인 것을 하나로 단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종합은 차이와 대립을 유지하

면서도 그것들 간의 일관성을 겨냥한다. 따라서 음악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적이며, 좋지 않은 음

악은 단조로움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19) 이는 ‘의미의 물줄기’가 지닌 사회·문화·역사적의 순환과

도 통하는 면이 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역사가 지니는 긴장과 대립은 이분법적인 대립이 아

니라, 이미지적이고 시간적인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인 것이다.20)

뒤랑 이론의 기반이 되는 상상계(l'imaginaire)는 이야기의 현재만을 원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대

립되는 것들을 동시에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로 종합하고 그 가운데 같은 관계로 맺어준 채 

해석을 가한다. 따라서 종합적 구조와 ‘의미의 물줄기’는 단순히 서로 대립되는 것을 종합하는데 그

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순환되고 반복되어 일어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때의 순환

과 반복은 단순히 똑같은 일들의 연속이 아니다. 종합적 구조에 속하는 상징인 스바스티카(卍, 

svastika)는 불을 붙이는 도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순환과 반복은 불로 대표되는 진보의 의미를 지

닌다. 사회·문화·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새로운 측면을 반드시 포함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측면에서도 ‘의미의 물줄기’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 개념은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도시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뿐만 

19)� G.� Durand,�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Dunod,� 11e� édition,� 1993,� p.535.

20)� Ibid.,� pp.53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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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 마찬가지의 효과를 지닌다. 또한 ‘의미의 물줄기’가 지니는 순환성은 이 개

념이 생태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하나의 도시 생태계는 인간 생태 시스템의 

다른 유형들과 이론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별종으로, 자신만의 특수하면서도 유

일무이한 속성을 지닌다. 도시를 집단적 실재로서 간주하고자 생태계적 유추를 사용한 이유는 그것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21) 이러한 특징은 생태계로서의 도시와 ‘의미의 물줄기’라는 개

념이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높은 차원에서의 기획에서 ‘의미의 물줄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짐작케 한다.

4.� 인문생태주의적 관점 아래 두 이론의 연계와 유의할 점

도시재생을 위한 인문생태주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의미의 물줄

기’는 일정한 공통분모를 지닌다. 첫째, 양자는 모두 ‘인간(人間)’을 중심에 둔다. 생태학적 체계이론

은 본래 사회복지학에 활용되는 이론이므로 클라이언트(client)인 인간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그리

고 ‘의미의 물줄기’는 새로운 인간학을 도모한 뒤랑의 이론에 방점을 찍은 개념이다. 따라서 이들을 

도시재생에 적용할 경우, 도시민을 둘러싼 ‘인간 중심의 환경과의 연계’를 중시할 수 있다. 도시재

생의 궁극적인 수혜자가 결국 도시민인 인간임을 감안할 때, ‘인간’을 중심에 두는 두 이론의 방향

성은 인문생태주의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양자는 모두 자연 생태와 연계되어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이론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적인 체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태학을 도입했다. 그리고 ‘의미의 

물줄기’는 수직적이고 구조주의적인 인간의 세계에 변화를 꾀하기 위해 물줄기의 생성과 융성, 그

리고 소멸이라는 자연현상을 대입시켰다. 이는 단순히 비유에 그치지 않으며, 이론의 핵심적인 사

상과도 연계된다.

셋째, 양자는 모두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다층적인 환경의 파악을 통

해, 환경에 처한 인간이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교류를 도모했다. 그리고 ‘의미의 물줄기’가 고갈

되어 ‘델타로 남기’에 도달해도 이는 사회·문화·역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 세

대의 사회·문화·역사는 다음 세대의 사회·문화·역사에 대한 양분으로 남아 새로운 내용이 전개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자연 생태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한 메커니즘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

21)� 김성도,� op.� cit.,� 2014,� p.189.



210

라 하겠다.

전술한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그 태생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점도 지닌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미시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론이고, ‘의미의 물줄기’는 거시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자가 사회복지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반면, 후자는 사회학을 표방한 

인문이론이라는 점에서 이미 이러한 차이가 내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차이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생태학적 체계이론이 개인에 초점을 맞춰 환경을 다룬다면, ‘의미의 물줄기’는 사

회·문화·역사적 환경 아래 개인인 인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점을 지닌다. 인문생태주

의적 관점 아래 두 이론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공통분모와 차이점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의미의 물줄기’가 도시재생의 영역에서 공통되게 관여할 수 있는 것 중 하

나가 바로 문화적 도시재생(Cultural Regeneration)이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삼아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다수는 문화적 전략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

다. 따라서 문화적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의 일반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22) 문화적 도

시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문화적 환경이다. 역사·문화적 환경이란 광의적으로는 

역사의 결과로써 형성된 환경 일절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대상으

로 문화적 형태와 그것의 물리적 형태가 분명하게 연관된 지역이자 경관을 의미한다.23)

역사·문화적 환경은 지역 고유의 문화가 발전되어온 것으로, 해당 도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

감대를 통해 발전, 대체, 소멸의 과정을 밟는 유기체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는 본고에서 살펴본 인

문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이나 ‘의미의 물줄기’와 서로 연계되는 점이 적지 않다. 

역사·문화적 환경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물인 것이다.24) 이는 

생태학적 환경의 외적·거시체계의 일환으로 구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의미의 물줄기’에서

의 사회·문화·역사적 순환에 의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고의 두 이론이 

문화적 도시재생의 토대를 이루는데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의미의 물줄기’는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측면에 적용될 수도 있다. 오

늘날 도시는 탈산업화의 국제적 추세 속에서 가변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경제개념으로 이해되고 있

22)� 조명래,�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공간과 사회』� 37권,�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40.

23)� 최강림·이승환,�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사례연구 -� 인천시 구도심 ‘인천아트플랫폼’� 사업을 중심으

로」,� 『국토계획』� 제44권 제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p.221.

24)� 강동진,� 「근대역사환경 보전의 패러다임 모색」,� 『국토계획』� 제34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9,�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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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현대도시는 자본의 이동에 대응해 재배치되고, 그 결과 각 도시들은 신경제주의에 입각

한 ‘전환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5)

이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일희·이주형에 따르면 ‘지

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로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도시환경부문뿐만 아니라 경제부문과 

사회·문화적부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경제부문 ─ 기존 상권에 대한 유지대책, 특화된 업종 및 시설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저소득

층의 이주 및 재정착 대책, 임대주택의 공급 ─ 과 사회·문화적부문 ─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및 

활용, 의료 및 복지시설의 확충, 공공 및 교육시설의 확충, 지역 커뮤니티 시설의 도입, 다양한 주

택선택의 기회 ─ 의 비중이 물리적 환경개선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26)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세부요건에 관한 것은 생태학적 체계이론이, 장

기적인 계획에 관한 것은 ‘의미의 물줄기’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도시재생을 위한 인문생태주의가 나아갈 방향

어떤 개념이나 이론 또는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에 ‘인문학’을 덧붙이는 것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

다. 도시재생을 위한 인문생태주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선 인문생태학의 ‘의도’에 대해 서술하

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중심의 생태주의는 결코 ‘기능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생태에 위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중심의 생태주의 접근은 인문적 지혜와 상상력으로 보

완되어야 한다. 인문적 접근과 상상력의 요구는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기술 중심의 세계관이 지니는 한계, 달리 말해 획일적인 기술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27)

이는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인문학은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생태적 관점을 덧붙인 인문생태주의는 생태가 지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인문

학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가 지니는 근본적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

25) F.� Webster,� "Re-inventing� place:� Birmingham� an� information� city?",� City,� Vol.5,� No.1,� 2001,�

pp.27-46.

26)� 이일희·이주형,�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6호,� 한국

도시설계학회,� 2011,� pp.112-113.

27)� 김성도·김동윤·김철규,� 『생태복원의 인문학적 상상력』,� 집문당,� 2017,� 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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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인문생태주의란 ‘인문주의 아래 생태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려는 

이론과 실천’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28)

다만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받아온 오해를 인문생태주의 또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는 어

떤 개념이나 이론 또는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 ‘인문’이 포함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주술

적이며,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대

표적인 사례로 ‘가이아 가설’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이 제시

한 가이아(Gaia)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존에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

로를 조정하고 변화하는 생명체’를 의미한다.29) 이 가설을 통해 러브록은 지구의 지표평균온도, 대

기의 구성성분, 해양의 염도 등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신화적 비유를 통해 생

태의 본질을 언급하려 했던 이 가설은 그것의 의미를 논하기 이전에 목적론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인문생태주의에게 노정된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문생태주의에 입각한 이론은 스스로에게 던져진 문제에 대해 좀 더 첨예

한 고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물음은 현대문명에 대한 총체적 관점 

아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인문생태주의적 탐색이란 협

의의 분절적 인문학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문화·예술 등 다

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조망에 바라본 생태환경의 회복과 인간적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유여야 할 것이다.30) 도시재생에 대한 수없이 많은 담론이 범람하는 가운데, 인문생태주의라는 

개념이 굳이 새로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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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 도시의 생명은 사람이다.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한다. 도시의 탄생과 소멸에 핵심적인 것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도시는 성장하고, 사람들이 사라지면 도시는 소멸한다. 도시는 태생적으

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시(都市)라는 용어의 어원에 잘 드러난다. 선조

의 종묘가 있는 곳이 도(都)이며,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시(市)이다. 정치권력이 있고, 생활의 편리

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도

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준다.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와 함께 즐겨 사용하는 성시

(城市)라는 용어를 보면, 성(城)이 도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익, 안전한 생활을 향한 인류의 욕망은 끊임없이 도시를 성장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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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의 원인은 다시 쇠락의 이유가 된다.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수도를 변경하면 도시의 

운명이 달라진다. 운하를 중심으로 발전한 경제망은 근대 철도가 건설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성장한

다. 특히 산업경제를 근간으로 발달했던 도시들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심각한 도시 쇠락을 경

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특정 공간이 노후하거나 혹은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하면서 지역 인구

가 감소하는 등 점차 쇠퇴해가는 도시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려는 전략이다.1) 도시재생은 기존의 대

규모 도시개발이나 과잉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기존의 대규

모 개발 형식은 거주민들의 주거 질 향상보다는 건설기업의 경제적 이윤추구와 주택을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자본주의 물질관이 맞물리면서 원거주민들이 오히려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일

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달리 말하자면, 기존의 도시재개발은 신도시 및 신시가지 건설처럼 건물

과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치중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지역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 공간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를 추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재개발은 성장의 시기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도시재생은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도시 재구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의 신비한 아우라가 사라지고 대중들의 문화 소비시대로 진입하면서, 전통문화를 집중적으

로 보유하고 있는 지방도시나 거리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은 문화 특유의 미적 가치와 정서적 만족감을 도시 공간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간 상상력은 낡고 쇠락해가는 도시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도시공간은 새로운 활

력을 갖게 한다.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지방정부도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문화에 주목했다. 특히 역사와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지방 소도시들은 지방의 고유한 문

화전통을 공동의 문화기억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자산으로 주목하여 도시재생에 활용하였다. 

 본 글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통샹(桐鄕) 시에 있는 고진(古鎭)2) 우쩐(烏鎭)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도시들도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대도시는 사회주의 시

대의 공간구성을 벗어나 글로벌 시티로 도약했지만, 지방도시는 농촌인구가 경제적 수익 확대를 위

해 대도시로 떠나면서 생명력이 약화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국토의 면적과 행정체계, 도시의 역사

1)� 2017년 12월에 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

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

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고진(古鎭)은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들이 집중된 마을이나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다.� 2009

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 고진은 4개로 平遙古城(Ancient� City� of� Ping� Yao)1997,� 麗江古

城(Old� Town� of� Lijiang)1997,� 西遞宏村(Ancient� Villages� in� Southern� Anhui� -� Xidi� and� Hongcun)2000,�

開平碉樓與村落(Kaiping� Diaolou� and� Villages)2007� 등이 있다.



| 인문가치 학술 3 |
생명과 경제는 공존하는가 : 도시재생의 두 얼굴

219

가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우쩐의 성공사례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공의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중국의 지방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도시 활

력을 되찾으려 노력하는지 이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참조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중국 우쩐의 문화적 도시재생

  1)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도시 내부에 있는 노후지역이나 또는 도시들 사이에 존재하는 낙후도시를 새롭게 재

구성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이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는 문화적 도시재생(culture-led 

urban regeneration)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지역 구도심을 재생·활성화하

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한 구역이자 핵심적 문화장소로서 성장·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3) 

위 설명은 비록 한 도시의 내부 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 지역의 정체성과 분위기를 결정

하는 핵심 요소인 문화를 도시재생의 방법이자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특정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종종 지역 관광으로 연계된다. 이 때 관광

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브랜드 구축에 큰 힘이 된

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일상 업무에 지친 도시인들이 전원 지역이나 해

변, 지방 중소 휴양도시를 방문하는 현상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도시가 갖는 독특한 문화적 매력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관광(urban tourism)이라는 현상으로 포괄된다. 도시관광은 일반적으로 “도시내부 혹은 도시 외

부인에 의해서 도시의 각종 매력물과 편의시설 및 도시의 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의미한다.”4) 도시관광에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풍경, 문화, 유적, 체험, 

쇼핑, 휴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도시관광은 서구사회에서 1970년부터 이

미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기존의 도시기능이 쇠퇴하여 관광이외에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

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경우에 도시 재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제조업 유치

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조광호,�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32.

4)� 김향자,� 유지윤,� 『한국의 관광도시 육성방안』,� 199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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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 도시정책의 변화과정

1949년 신 중국 설립 이후 중국의 토지와 건물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인 공유제(公有

制)를 바탕으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 통제되어 왔

다.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은 도시를 자본주의의 산물로 보고 성장을 억제해 왔다. 사회주의 시대 

중국의 도시계획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균형발전을 목적

으로 대형도시(인구 100만 이상)는 주변에 위성도시를 건설하여 공장과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또한 공산당의 경제정책에 따라 연안 지역보다는 내륙지역 도시가 발전했고, 

석탄과 철강생산을 위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 특히 5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의 호

구를 분리하여 인구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이것은 기존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둘째, 도시 내부는 각 단위(單位)들의 소속과 중요도에 따라 공간을 분할해서 분배되었다. 도시주

민이 소속되는 단위(單位)란 생산이 수행되는 기층 조직인 기업, 사업조직과 국가기관 등으로 구성

된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단위는 사실상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의 생활과 재생산의 영역까

지 포함하는 공범위한 공간을 지칭하는 일반 명칭이기도 하다. 단위는 일종의 자립경제형 구조를 

갖추어서, 그 내부에 거주지와 직장 공간이 함께 배치되었다. 행정체계에서 개별 단위들의 중요성

에 따라 단위마다 소유 토지 면적은 동일하지 않았다. 도시주민이 각종 공공기관, 사업(비영리) 단

위와 기업(영리) 단위에 소속된 반면, 농촌주민은 인민공사(人民公社), 생산대대(生産大隊) 또는 소

대(小隊) 등의 집체조직으로 분할하여 관리되었다.

중국의 도시는 개혁개방(改革开放) 정책이 실행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다. 개혁정책에 따라 국유제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사유화 및 상품화 지향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

환과정에서 도시도 시장주의 정책이 적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경제 시대의 평균적인 주

택 분배 제도는 폐지되고, 상품으로서 주택이 거래되기 시작한다.5) 이것은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기본적으로 도시발전과 건설에 치중했다. 그 결과 베이징, 상하이 등은 

현대적인 국제도시로 변모했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화와 공업화가 가속화하면서 인구와 산업은 대

도시로 집중되었다. 발전과 확장을 추구하는 중국의 대도시는 높은 고층빌딩의 그림자 속에 환경오

염, 교통 혼잡, 주거환경의 악화, 계층 분화, 공공시설과 위생시설 부족, 역사와 문화의 훼손 등의 

문제가 가려졌다. 문화대혁명으로 많은 전통 문물이 파괴된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대도시의 발전 방

5)� 중국정부는 1986년 <토지관리법(中華⼈民共和國⼟地管理法)>과 1994년 <부동산관리법(中華⼈民共和國房地產管理

法)>을 제정하여 국유지의 합법적 양도와 유상 사용,� 도시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합법적 권리,� 부동산 개발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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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따라가면서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인 지역문화를 상실한 개성 없는 중소도시 풍경이 

만들어졌다.

한편 개혁개방은 중국 지역 사이의 불균형발전을 가져왔다. 개방정책의 혜택을 받기 쉬운 연안지

역 도시들은 내륙지역 도시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했다. 낙후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발전과 도

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주의 중국 시기에는 국내여행조차 자유롭지 

않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로 중국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

산업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쩐의 문화적 도시재생은 이 시기에 기획되었다. 

 3) 우쩐의 문화적 도시재생

우쩐은 절강성(浙江) 통샹(桐鄉) 시 북쪽에 있는 작은 수향도시이다. 서쪽으로는 후저우(湖州)시

가 있고, 북으로는 수저우(蘇州)가 있다. 마을 중심에는 남북으로 작은 하천이 흐르고, 다시 동서로 

하천이 흘러 십자(十字) 형태로 마을을 나누고 있다. 이를 동책(東柵), 서책(西柵), 북책(北柵), 남

책(南柵)이라 부른다. 중국 남쪽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수도 북경으로 운반하기 위해 만

든 경항운하(京杭運河)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전통 시대의 우쩐은 매우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요충

지였다. 그러나 운하를 대체하는 철도와 도로가 건설되자 우쩐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져갔다. 

  ① 관광지로 개발된 우쩐

90년대 우쩐은 통샹 시에 포함된 13개의 향진(鄕鎭) 중에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다. 실을 만드

는 제사공장, 종이공장, 시멘트, 가죽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수로 우쩐의 하천은 오염되어 있었다. 

하천 주변의 전통주택은 낡고 쓰러져 가고 있었다. 우쩐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나가 생활하자, 낡

은 주택에는 노인과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다. 90년대 당시 중국 강남지역에 유명한 전

통마을은 조주앙(周庄), 통리(同里)였다. 우쩐은 상대적으로 쇠락한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전국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우쩐의 관광지로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작가인 마오뚠(茅

盾)의 생가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중국의 도시재생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6) 중국의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6)� 중국의 토지는 3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도시에 있는 건설용 토지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의 경작지

이다.� 마지막 하나는 농촌에 있는 건설용 토지이다.� 도시에 위치한 건설용 토지는 전민소유제에 속하기 때문에 국

가(지방정부)� 소유이다.� 이 토지를 누군가 사용하고 싶다면 일정 비용을 국가(지방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농촌에

위치한 경작지와 건설용 토지는 집체소유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 지역 집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집체 구성원은

무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한다.� 만약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토지를 사용하려면 농촌 촌민위원회에 보상금을 주고 사

다가 기업에 토지사용권을 파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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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쩐의 도시재생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련 자산을 투자하여 개발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플랫폼으로 삼아 다시 관련 자원을 

모집하여 개발 및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999년에 통샹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는 우쩐 고진에 대한 보호정책과 관광산업 개발에 착수했

다. 당해 4월 ‘우쩐 고진 보호 및 관광개발 관리위원회(烏鎮古鎮保護與旅遊開發管理委員會)’을 설

립했다. 우쩐의 고 주택 보호와 관광산업 개발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시 정부는 

보호와 개발을 위해 1,300만 위안(약 21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우쩐 관광개발유한공사(烏鎮旅

遊開發有限公司)’를 설립했다.7) 이 회사를 통해 다시 개발자금을 융자받아 동책(東柵)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 2003년도부터 우쩐은 절강성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서책(西栅) 지역을 전통 풍경

지구로 전환하는 2차 공정에 착수했다. 약 10억 위안의 자본이 투자된 서책은 동책에 비해 3배나 

큰 4.92㎢의 면적에 독립된 전통 풍경지구를 조성했다. 

2006년에는 중국 굴지의 관광회사 ‘중칭뤼 지주회사(中青旅控股有限公司, CYTS)’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게 된다. 이 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우쩐은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본과 함께 풍부한 관광 

상품개발 경험을 확보하게 되었다. 2009년 우쩐 관광공사 이사회는 해외 IDG(International Data 

Group)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우쩐의 도시재생은 다시 한 번 도약하게 된다.

 우쩐은 전통적인 마을 풍경을 구성하는 역사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먼저 전문가 그룹에게 도

시재생 방안을 위탁했다. 1998년 상하이 통치대학(上海同濟大學)의 도시기획디자인연구원은 <우쩐 

고진 보호 기획(烏鎮古鎮保護規劃)>안을 제출했다. 이 기획안은 우쩐을 절대보호구역, 중점 보호구

역, 일반보호구역, 관리구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시했다. 1999년 통샹 

시 정부는 우쩐에 있는 민간 주택, 농가 주택, 단위 관할 주택 등에 보상 규정을 발표했고, 278가

구가 주변지역으로 이주했다. 또 방직공장의 사무실과 숙소 건물을 구매한 뒤 민간 주택으로 리모

델링했다. 동책 지역에는 전통 주택을 보수하여 고진의 원형을 보존하고, 마우뚠 생가, 강남 침대전

시관, 전통주 공방, 염색 공방, 목조 조각관 등 10여 개의 전시관을 배치했다. 2003년부터 제 2기 

프로젝트로 서책(西柵) 지역의 보존과 개발에 착수했다. 서책 지역은 전통 가옥과 골목, 운하를 기

반으로 전체 공간을 전통 마을로 복원했다. 중국에서도 마을 전체가 보존된 도시는 많지 않다. 마

7)� 우쩐 관광개발유한공사의 회장 천샹시웅(陳向宏)은 통샹(桐鄕)시 정협 부주석과 당서기로 지역정부 요직을 겸임하

고 있다.� 우쩐 관광지는 이 우쩐 관광개발유한공사에 의해 추진된 고도(古都)� 개발 사업이다.� 우쩐은 고 건축의

복원,� 유지 및 상업화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전통문화 보전과 개발방식은 '우쩐 모델'로 불리며 중

국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알려졌다.� 현재 우쩐 관광개발유한공사는 우쩐 모델을 복제하여 베이징 미윈(密雲)에

30억 위안(약 5,600억 원)를 투자하여 새로운 고 도시(古北⽔鎮)를 조성하였고,� 하이난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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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우리의 인사동 길처럼 전통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책 지역은 8만㎡에 이르

는 거주민 1420가구를 전부 이주시키고, 마을 전체를 보수 및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서책지역

에는 리조트 형식의 호텔, 술집, 상점, 민박 등 휴양지 기능을 첨가했다. 이후 2013년에 첨단 시설

을 갖춘 현대식 대극장까지 완공되면서 전통 도시에 창조적 현대 공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

게 되었다. 

현재 중국 강남지역의 전통 도시에 대한 보호와 개발은 크게 3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조주앙(周庄) 모델이다. 조주앙 모델은 현지 지방정부에 의존하여,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주앙은 부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대량의 이주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은 전통적

인 생활방식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고 주택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기념품을 

파는 상점을 개설해서 전통 마을 전체가 기념품 가게들로 넘쳐나 상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둘째는 난쉰(南潯) 모델이다. 난쉰 모델은 현지 지방정부가 경영권을 관광개발 기업에 판매하고,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춰 전통 마을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관광개발 기업은 역사공간을 보호하도록 

세심하게 도시환경을 바꾸었지만 다른 강남의 전통마을과 유사한 풍경이기에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셋째는 우쩐(烏鎭) 모델이다.8) 우쩐 모델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관광개발

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형식이다. 지방정부가 이주, 철거, 보수,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방

향성을 정하고, 현지 거주민들을 주변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마을 전체를 보존 개발하는 방식을 채

택했다. 또 현지 주민들이 고택에서 가게를 열어 상품을 파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우쩐 모델은 외

부 관광객들에게는 규모의 완전성으로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현지 거주민들이 교외로 이

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② 문화도시를 만든 우쩐 국제 연극제 

우쩐은 중국 지방도시 중에서 최초로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는 연극제를 개최하고 있다. 연극은 

8)� 우쩐은 전통건축물들을 개발할 때 직접 개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풍경지 내의 건축물 권리소유 문제를 해결했

다.� 우쩐 풍경지의 소유권과 경영권 및 관리권으로 구분하여 각�주체들 사이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우쩐의 경영권은 중칭뤼 지주유한공사(中青旅控股股份有限公司)와 통샹 시 우쩐 고진관광

투자유한회사(桐鄉市烏鎮古鎮旅遊投資有限公司)가�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은 통샹 시정부의 자산으로 무상헌납 되

었다.� 우쩐 풍경지역의 관리권은 우쩐 국제관광구 건설관리 위원회(烏鎮國際旅遊區建設管理委員會)가� 정부의 파견

조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소유와 관리,� 경영권이 명확하게 되어 고건축물의 수리나 보호 측면에 통일

성을 갖게 되었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 현재 우쩐 관광공사(烏鎮旅遊公司)는 우쩐 풍경지의 모든 경영권을 보

유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지 내의 고건축물,� 식당,� 숙박시설,� 주점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이 기업은 타 관광

지에서 흔히 보이는 과도한 상업적 분위기를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점이나 상점의 수를 조정하고 경영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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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를 가진 예술 장르이지만,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비해 장소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여겨졌

다. 그러나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제와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알 수 있듯이, 연극 

페스티벌은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역축제는 자신들의 전통이나 문화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과 지역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에 치중하는 천편일률적인 형식으로 인해 예산낭비의 원흉이라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중국의 작은 도시 우쩐에서 개최하는 국제연극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에서 ‘문화 우쩐’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나아가 세계 연극인들이 주목하

는 아시아 최고의 도시 연극제로 성장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한 우쩐 국제연극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극

제의 주체가 전문 연극인이라는 점이다. 우쩐 국제연극제를 기획한 사람들은 현재 중국 연극계를 

이끌고 가는 멍징후이(孟京辉), 티앤친신(田沁鑫), 라이셩추안(赖声川, 대만)과 중국 유명배우이자 

교수이며 중국판 <아빠, 어디가>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황레이(黄磊)9)였다. 이들은 국가 주류 

체제에 소속되어, 검열이 존재하는 중국 연극과 수익창출을 위해 상업극을 공연하는 극단과 달리 

보다 순수한 연극 본연의 모습을 꿈꾸며 우쩐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우쩐이 갖고 있는 몽환적이고 

시적인 중국 강남 풍경과 함께 우쩐이 상업적 성과나 정치적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

문이다.10) 여기에 유제니오 바르바와 로버트 브루스타인과 같은 세계 거장들을 명예회장으로 참여

시켜 서구 연극계의 관심을 유발시켰고, 이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중국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연

극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우쩐 연극제는 서책 전통 마을 전체를 연극제 공간으로 활용한다. 우쩐 서책 전통 마을

(4.92㎢) 내에는 무려 7개의 극장이 있다. 타이완 출신의 건축가 야오런시(姚仁喜)가 설계하고, 4억 

위안(약 655억 원)을 투자하여 지은 최첨단 대극장11)과 함께 전통 거리 곳곳에 6개의 소극장이 있

다.12) 극장뿐만 아니라 입장권을 사야 진입할 수 있는 서책 전통 마을의 골목과 광장, 나룻배 위, 

� 9)� 황레이는 2003년 우쩐에서 드라마 <유수같은 세월(似⽔年华)>를 찍었고,� 중국 강남 풍경에 이끌린 그가 타이완

출신 연극연출가 라이셩추안에게 우쩐에서 연극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우쩐 연극제가 태동하게 되었다.

10)� 중국 연극이 극장에서 공연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사전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우쩐 연극제는 우쩐 시 정

부의 적극적지지 속에 연극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심사해서 참여를 결정한다.�

어떤 언론에서도 언급하지 않지만,�정치적인 문제가 될 작품은 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11)� 南⽅周末,� <烏鎮案例：⼀個⼩鎮的⽂化複興>,� 2013년 05월 24일.

12)� 우쩐에 있는 극장은 우쩐 대극장(烏鎮⼤劇院),� 우쩐 국악극원(烏鎮國樂劇院),� 우쩐 심가희원(烏鎮沈家戲園),� 우쩐

수수랑극원(烏鎮秀⽔廊劇園),� 우쩐 방만극장(烏鎮蚌灣劇場),� 우쩐 일월극장(烏鎮⽇⽉劇場),� 우쩐 수상극장(烏鎮⽔

劇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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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과 부두 등 마을 전체에서 야외공연이 펼쳐진다.13) 연극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극장 밖에서 

펼쳐지는 공연에서 카니발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거리 공연은 극장 내부에서 펼쳐지는 공

연에 비해 더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형태의 공연이 많기 때문에 관

객들은 극장에서보다 더 구체적인 문화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수동적인 관람을 넘어서서 참여

와 체험이 가능한 야외 카니발은 우쩐 연극제의 매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0일 동

안 펼쳐지는 연극제 기간 동안 관객들은 공연관람 후 다시 관광객 신분이 되어 커피숍, 술집, 식당

에서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관광산업 측면에서 보면 저녁에 진행되는 공연으

로 인해 관객들은 숙박을 해야 하며, 이는 체류시간을 연장시켜 단순한 방문 관광보다 경제적 수익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 연극제의 주요 관객을 문화 애호가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쩐 연극제는 중

국과 외국의 권위 있는 작품을 초청하여 무대에 올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연극도 연극제의 주

요 파트를 차지한다. 또한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젊은 연극인들에게 경연대회 형식으로 무대

를 제공하여, 차세대 연극인을 길러내고 있다. 관방과 권위에 휘둘리지 않는 연극제에 젊은 연극인

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우쩐 연극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활력 넘치게 하였다. 

  ③ 스마트 도시를 꿈꾸는 우쩐

우쩐은 2014년부터 새로운 컨벤션 사업을 유치했다. 바로 ‘세계 인터넷 대회(World Internet 

Conference)’ 행사이다. 이 컨퍼런스가 우쩐에서 열리게 된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정한 세 가지 기

준에 우쩐이 가장 부합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스위스의 작은 휴양도시 다보스(Davos)에서 세

계 경제 포럼이 열리듯이, 중국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작은 도시 중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을 선택했다. 그곳이 바로 우쩐이었다. 

제1회 세계 인터넷 대회에는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이 참여했고, 제2회에는 국가주석 시진핑

(习近平)이 참여해 강연을 했다. 또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디지털 산업을 이끌고 가

는 기업의 CEO들과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애플 등의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터넷 

거버넌스,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인다. 중국의 정치 리

더와 경제 리더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열리는 동안 우쩐은 당연히 중국 언론매체의 중요 관심 지역

이 되고, 지역의 인지도는 자연 상승한다. 

 2015년부터 세계 인터넷 대회 기간에 박람회(Light of the Internet Expo)도 동시에 열렸다. 첫 

13)� 장희재,� 「중국 우쩐 연극제」,� 『한국연극』,� 2015년 1월 1일,�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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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는 258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2016년 박람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독일 SPA 등의 글

로벌기업을 포함한 310개 기업이 참가했다. 2017년에는 411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등 세계 인터넷 

대회를 계기로 우쩐에서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의 경연장이 펼쳐진다. 대회 기간에는 일시

적이나마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iWifi-Wuzhen)를 이용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BBC 등 중국에

서 접근 불가능했던 사이트들을 접속할 수 있다. 세계 100여 개 국에서 온 참여자들이 올린 우쩐

의 사진과 소식들은 세계 속에 우쩐이라는 중국 지방도시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작은 도시 우쩐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모바일로 숙

소를 예약하고, 식당과 슈퍼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것은 미래의 우쩐이 꿈꾸는 스마트 도시

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3.� 결론과 토론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대안적 가치를 추구한다. 기존의 도시개발이 성장

과 발전, 편리와 효율 등 근대적 가치를 추종하면서, 도시에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의 어두운 그림

자를 드리웠다. 도시재생은 구성원 발전이란 이름 아래 야기되는 온갖 낭비와 소모적인 사업의 악

순환을 넘어 공존과 상생, 협력의 관계를 이루고자 한다. 

중국 우쩐의 문화적 도시재생은 전 지구적 이동 혹은 전 지구적 자본의 시대에 전통 도시의 풍

경 보전과 연극 페스티벌,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나 도시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이

다. 여행과 이주의 경험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정착한 이 시대에 우쩐의 성공을 정리하면서 다음 문

제를 고민해보고 싶었다.

렐프(Relph)는 관광산업을 장소상실에 원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인위적인 외부성을 강조하여 관람객과 소비자의 흥미를 끄는 

타자지향형(other-directed) 공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해당 공간의 정체성의 기반

이 되었던 지역적 특성은 희미해지고 전형적이고 인공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거짓장소(pseudo-place)

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14) 물론 렐프가 언급한 거짓장소는 디즈니랜드나 공항, 자동차 경기

장, 쇼핑몰과 같은 근대적 공간이지만, 우리가 살펴본 복구된 전통마을 우쩐의 풍경은 과연 공간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 

14)� 심창섭,� 「도시관광에서 장소의 의미 -� Relph의 장소와 장소상실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제26권 제1호(통권

38),�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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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만나 본 우쩐 주민들은 새로운 도시 활력에 낙관적인 태도를 자주 보여주었다. 보호되

고 복원된 전통마을은 외지의 관광객을 우쩐으로 불러왔다. 새로 건설된 도로와 인터넷과 모바일의 

보편화는 우쩐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은 관광지의 볼거

리 상품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여전히 문화 소비주의 위에 서서 도시재생을 사고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누구의 문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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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인간과 기술에 관한 존재론적 성찰 :�
M.�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키 워 드 도시재생,� 인간,�기술

도시재생에서 현대기술은 자칫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양자가 상생하는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고
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구적·인간학적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기술을 존재론적으로 논의한 M.�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논문 ‘기술에 대한 물음’은 이를 재
조명하는데 유용하다.�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간과 기술을 존재론적으로 성찰한 이 글의 궁극적인 지향
점은,� 도시공간에서 그들이 상생 ― 탈은폐,� 상호작용 ― 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하이데거의 
논지를 적용하면,� 도시는 인간이 거주하기 위하여 무언가가 끊임없이 탈은폐되는,� 즉 (인간의)� 거주함
과 (기술의)� 건축함이 존재론적 이행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조우하는 공간이다.� 현대기술이 인간의 거
주공간을 위협할지 아니면 대체공간을 제공할지,� 이는 앞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에 달려 있다.� 기술이 인간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때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기술의 본질에 관한 사유’다.� 기술은 더 이상 인간 행위를 위한 도구가 아니며,� 그 자체로 세계 
내에 존재하는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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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인간과 기술에 관한 존재론적 성찰

: M.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김소영(한신대학교)

“문화는 기술적 실재 안에 들어 있는 인간적 실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문화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가치의 형태 아래에 기술적 존재자들도 편입시켜야만 한다.”

G. 시몽동(Gilbert Simondon),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中

목 차

  1. 기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은 왜 필요한가?

  2. 인간과 기술의 부정변증법적 화해는 가능한가?

  3. 인간과 기술의 시공간적 합일체로서 도시의 정체성

  4. 닦달의 위험, 그러나 구원의 힘은 자란다

1.� 기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은 왜 필요한가?

R.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코기토 주체’와 E. 칸트(Immanuel Kant)의 ‘이성적 존재’에 힘입

어 세계의 주인공으로 군림한 인간은, 기술을 인간 행위의 도구에 불과한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양상은 달라졌다.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조차도 진부한 시대다. 특히 인

간, 생물, 기계와의 공존적 존재관계를 탐구하는 ‘기술철학(philosophy of technology)’이 20세기 중

반에 등장하면서, 트랜스휴먼·포스트휴먼 등의 담론과 맞물린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기술에 관한 

다각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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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활발히 전개되는 도시재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인간과 기술이 상생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구적·인간학적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기술을 존

재론적으로 논의한 M.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논문 ‘기술에 대한 물음’을 참고할 것이다. 하

이데거에 따르면 존재는 존재자의 양태다. 이는 현존재가 자신의 실존에서부터 그 자신으로 존재하

거나 아닌 것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존재에 대한 이해는 현존재를 규정하는 하나가 됨을 의미한

다.1)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통해 인간을 ‘세계-내-존재(In-der-Welt-sein(D), Being in the world(E))’

와 ‘현존재(Dasein)’로 새롭게 규정하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존재론은 인간뿐 아니라, 기술도 개별 

존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징적 수단인 언어에 빗대어, 아래와 

같이 인간 존재의 자발적 우월성에 반기를 든다.”2)

“인간은 마치 그 자신이 언어의 형성자이자 지배자인 척 거드름을 피우나, 언어는 여전히 인간의 

주인으로 남아 있다. 아마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인간에 의해 추진된 이러한 지배 관계의 뒤집어

진 역전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섬뜩한 것 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도시는 인간이 거주하기 위하여 기술을 유입한 공간이다. 물론 도시재

생의 범주에는 기술이 개입되지 않은 녹지 조성 등의 사례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현대기술이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을 미리 밝힌다. 따라서 인간과 기술이 

상생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먼저 인간과 기술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체를 

존재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짧지만 이러한 철학적 여정은 도시재생, 달리 말해 도시의 조

화로운 생기를 찾기 위한 본질적 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2.� 인간과 기술의 부정변증법적 화해는 가능한가?

앞서 밝혔듯 본고는 ‘기술에 대한 물음’의 논의를 차용하여, 인간의 부정 혹은 모순의 대상이 아

닌 개별 존재자로서 기술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하이데거의 논의를 가져오기에 

1)�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Harper� &� Row� Publishers,� 1962,� pp.32-33.

2)� 마르틴 하이데거,� 『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옮김,� 이학사,� 2008,�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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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하여 T.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부정변증법

(否定辨證法)’을 차용하고자 한다.3) 부정변증법은 객체를 그 자체로 개별적인 것으로 보고, 주체와 

객체의 ‘짜임관계(konstellation)’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부정의 변증법이다.4) 

전통적인 변증법은 자신과 동일한 것만 인정하는 절대적·주관적 관념론을 기반으로 하여, 부정

을 매개로 대상을 인식한다. G. 헤겔(Georg W. F. Hegel) 변증법의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아도

르노는 주관 우위의 관념론인 헤겔의 변증법이 비개념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억압한다고 보고, 주관

과 독립된 모든 실재적 존재자인 객체의 우위를 강조하는 유물론적 변증법을 주장하였다. 헤겔의 

변증법을 따르자면 기술은 인간의 주관에 맞선 부정의 대상이지만,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을 따를 

경우 양자는 주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객체가 된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화해의 지점을 찾으려는 본고의 논지는 인간의 부정적 대상으로서 기술을 바라보는 전자의 견지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짜임관계를 통해 상호간의 화해를 모색하는 후자의 입장에 맞닿아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라인 강에 건설된 수력발전소의 예시를 통해, 기술의 존재론

적인 우위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두고 라인 강 물줄기(자연)에 수력발전소(기술)를 세운 것

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강 물줄기가 수력 발전소에 맞추어 변조된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강에 세워진 수력발전소를 보며 인간은 자연 속에 기술이 드러난 것이라 여기지만, 오히려 

기술의 본질에 맞춰 자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5) 하이데거의 논지를 따라 라인 강의 수력발

전소가 기술이 자연에 드러난 것이라면, 인간은 기술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의 본질은 ‘닦달(Gestell(D), Enframing(E), 몰아세움)’과 ‘도발적 요청’에 

있다. 닦달이란 현실적인 것이 부품으로 탈은폐 ―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음, 포에이시스 ― 

되도록 인간을 닦아세우는 도발적 요청이다.6) 이러한 도발적 요청은 자연의 에너지를 채굴, 변형, 

저장, 분배, 전환하는 탈은폐의 방식으로 행해진다.7) 도발적 요청을 받은 자인 인간은 닦달이라는 

기술의 본질적인 영역에 있게 됨으로써, 현실적인 것들을 부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탈은폐의 길로 보

3)� 아이러니하게도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존재자와는

다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하이데거의 ‘이다’가� 존재적인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하이데거는 존

재자로부터 끄집어낸 것을 존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존재라는 표현은 동어반복일 뿐,� 아우라의 느낌 이외의 아

무 것도 아니라고 비판한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부정변증법』,� 홍승용 옮김,� 한길사,� 1999,� 168-169쪽.� 그러나

본고는 기술에 관한 하이데거의 도구적 존재론을 확장하여 적용한 것으로,� 아도르노의 비판적 견지와는 다른 입

장을 취한 것임을 밝힌다.

4)� 위의 책,� 114쪽.

5)� Martin� Heidegger,�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Harper� &� Row� Publishers,�

1977,� p.16.

6)� Ibid.,� pp.23-24.

7)� Ibid.,�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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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다는 것이다.8)

이와 같이 인간은 현대기술의 도발적 요청에 응대하며, 기술의 닦달 대상으로서 자연을 탈은폐시

킨다. 그런데 현대기술의 이러한 역운(역사적 운명)이 현실적인 것들을 부품으로 탈은폐시키는 닦

달의 방식으로 전개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이데거는 경고한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도구로서의 기술이 아닌 기술의 본질에 대해 사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권

고한다.9) 

   

“기술적인 것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대신 기술에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아봄으로써 가

능하다. 우리가 기술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려는 의지에 매달

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술의 본질을 지나쳐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수력발전소의 사례에 드러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부정변증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상술

한 내용을 보면, 인간과 기술, 심지어 자연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체가 서로 부정의 대상이 

아닌가? 다음 장에서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인간과 기술이 부정변증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인간과 기술의 시공간적 합일체로서 도시의 정체성

인간과 기술은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 하이데거는 ‘건축함, 거주함, 사

유함’이란 논문에서 그의 고유한 존재론을 공간에도 적용시킨다. 즉 인간은 공간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며, 사물들 곁에서 사방 안에 체류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10) 이러한 공간의 범주에 도시를 

적용하면, 도시라는 공간에서 인간과 기술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공간 안

에서 서로의 곁에 체류한다. “인간이 있고 그 밖에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 (나는) 사물들 

‘곁’에서 사방 ‘안’에 체류하고 있음을 곧 인간이라는 낱말로 명명한다.”11)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인

간은 사물과 공간의 곁과 안에 동시에 거주하는 존재다. 

� 8)� Ibid.,� p.24.

� 9)� Ibid.,� p.32.

10)�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2008,� 201쪽.

11)� 위의 책,� 같은 쪽.



| 인문가치 학술 3 |
생명과 경제는 공존하는가 : 도시재생의 두 얼굴

235

도시야말로 인간이 사물과 곁에서 체류하는 공간이다. 또한 도시 속 거주의 공간은 건축함(기술)

에 의해 마련된다. 따라서 도시는 인간과 기술이 각각 거주함과 건축함이라는 존재론적 이행을 통

해 조우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거칠게 말하자면, 도시는 인간이 거주하기 위하여 기술을 침투시켜 

개조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건축함이란 인간 존재의 거주를 위해 발생하는 기술적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도시는 인간의 거주함을 위해 무언가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 탈은폐되는 ― 

공간이다. 이렇게 탈은폐되는 사건, 즉 존재의 사건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장 안에서 사물과 

사태의 존재자적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12) 그러므로 도시는 인간과 기술이라는 존재자가 상호작용

하여 사건으로 드러나는 탈은폐의 영역이다. 

문제는 현대기술의 도발적 요청이 도시라는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 사건으로 탈은폐

될 경우, 하이데거가 경고한 대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재생은 이러

한 닦달의 위험으로부터 현대기술을 벗어나게 하여, 도시공간에서 인간과 기술이 조화롭게 상호작

용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는 인간과 기술이 ― 부정변증법에서 보았듯 ― 짜임

관계 하에서 상호작용을 이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각 개체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재생을 뜻하는 영어 ‘regeneration’의 사전적 의미에는 ‘재건, 부흥, 개혁, 쇄신’과 함께, ‘정신적이

고 도덕적인 갱생’의 뜻도 포함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겠지만, 후자는 탈은폐하는 물질

적인 사건과 더불어 비물질적인 사유가 수반될 때, 도시의 진정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

하는 듯하다. 여기서 비물질적이라 함은 도시를 이루는 인간과 기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을 의미한다.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수용하는 관용이란, 물질적·가시적 재생을 수행

하는 과정에 동반되는 비물질적·정신적 재생에 다름 아니다.

자신이 뿌리내린 장소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애착을 강조하는 E. 렐프(Edward Relph)는 사물 

혹은 장소를 있는 그대로 두는, 즉 그들의 본질 자체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는 하이데거의 ‘아낌’13)

이 수반될 때 거주함의 올바른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14) “집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토대, 이른바 존재의 거주 장소(dwelling-place of being)”15)라고 

말한 렐프는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우리가 거주

12)� 이기상,� 「지구촌 시대의 존재사건과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 『현대유럽철학연구』� 제24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10,� 6쪽.

13)� 여기서 ‘아낌’은 ‘심려,� 둘러봄,� 고려,� 관용‘이라고 표현한 하이데거의 존재구성틀과 유사한 맥락이다.� Martin�

Heidegger,� op.cit.,� 1962,� p.150.�

14)�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95-96쪽.

15)� 위의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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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간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상술한 바에 따르면, 도시는 거주하는 집과 그 곁에서 우리의 일상이 연속적으로 경험

되는 장소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본질인 죽음을 향해가는 시공간이 조우하는 곳이다. 도시는 인

간과 기술이 시공간적으로 합일하여, 이러한 일상과 죽음이라는 존재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

처럼 인간과 기술이 독립적인 존재자로서 상호작용할 때, 바람직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

을 것이다.  

 

4.� 닦달의 위험,� 그러나 구원의 힘은 자란다

비록 소고이지만 이 글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재생을 이행하기에 앞서 인간과 기술을 존

재론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양자가 상생 ― 탈은폐, 상호작용 ― 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현대기술이 인간의 거주공간을 위협할지 아니면 대체공간을 제공할지, 이는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에 달려 있다. 이에 본고는 인간과 기술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을 구현하기 위

하여, 각 개체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미 오래 전에 기술을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한 하이데거는, “수소폭탄들이 폭발하지 않아 인간

의 삶이 지구상에 보존되어 남아있을 그 때에, 원자 시대에 더불어 ‘세계의 섬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16)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그야말로 이 세계의 미래는 예측불허하다. 인간조차

도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를 앞두고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독일의 시인 F. 휠덜린(Friedrich Hölderlin)의 시 <파트모스>(Patmos, 1803)의 한 

구절17)을 두 차례나 인용하며, 현대기술의 본질이 닦달이라는 극단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오

히려 그 기술의 본질 속에 구원의 힘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러나

 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네.”

16)� Martin� Heidegger,� Gelassengeit,� Pfullingen,� 1977,� p.20,�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2008,� 387쪽에서 재

인용.

17)� 비운의 독일 시인 휠덜린이 쓴 이 시는 모두 15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적 계시와 성서를 통한 정신적 계시

를 시적 감수성,� 예지,� 영감으로 종합해낸 탁월한 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이데거가 인용한 이 유명한 구절

은 독수리들이 다른 존재들로부터 격리되어 암벽 틈바구니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날개가

있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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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에서 구원이란 “본질에로 되돌려주어, 그 본질이 비로소 본래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18)을 뜻한다. 실상 어떤 것이 위험으로 치닫는 순간에, 그 존재를 본질적으로 사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존재의 본질에 관한 성찰임을 기

억해야 하겠다. 현대기술의 닦달이 도시재생에 위험으로 다가오기에 앞서, 기술의 본질에 관한 물

음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언하건데, 기술은 더 이상 인간 행위를 위

한 도구가 아니다. 기술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세계 내에 존재하는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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