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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Community of Life for Man and Nature 

                                                

 9월 6일(목) 1부 ․ 2부 13:00-18:00 국제회의실                                         

                 9월 7일(금) 3부 09:00-12:00 국제회의실

인류는 급변하는 기술혁신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가치인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

화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사고와 환경오염, 자살, 고독사 등 생명의 단절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

실에 대해 단순한 학술발표 형식이 아닌 라운드테이블형식으로 포럼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

를 한다.

Today, humans experience various changes that could threaten their “life,” the fundamental 

value of man and nature, while living in a world of rapidly advancing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serious problems that could end human life such as accidents, 

environment pollution, suicide, and lonely death. We, as a social community, aim to discuss 

ways to address these issues based on human values that respect life.

참  여 김경동 서울대학교 참  여 김동현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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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of Life for Man and Nature: 

Opening Statement

Kim Kyong-Dong(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man is born, he is tender and weak. 
At death, he is still and hard. 

All things, the grass and trees, are tender and supple while alive. 
When dead, they are withered and dried. 

Therefore, the stiff and the hard are companions of death. 
The soft and the weak companions of life ...

The strong and the great are inferior, while the soft and weak are superior. 
Lao Tzu(ch. 76).

On behalf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18 of th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I have the pleasure of extending my heartfelt welcome to the 
participants of the World Conference for Human Values 2018 to be held in Andong City, 
Korea. We are gathered here in a rather remote hinterland town to ponder upon the subject 
of "Community of Life for Man and Nature."   

As the organizer and moderator of this Conference, I would like to lay out a rough 
frame of reference for the main issues to be discussed in the round table to take place 
today and tomorrow. This statement, of course, would be an attempt to suggest the general 
direction of deliberation in the gathering from my own personal purview which I presume 
would naturally imply my own predilections and biases owing to my disciplinary 
background, sociology. It is only meant to express the wishes of myself and of the 
organizers of this Conference to share with you some of our concerns regarding the current 
trends of transformation in human civilizations that seem to affect the very core of life of 
not only humans but also of all other living beings on this planet Earth. 

Probably, it is the impact of the exponentially swift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draw our attention immediately when the topic is related to life. Technological 
innovations accelerating at an unprecedented rate have already affected a great dea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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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ide of the lives of not merely human but also all living beings. The readily 
manifested facets of such influences may appear to be amazingly positive and bright 
improving the patterns and styles of life among human populations all around the world. 
Those apparently shiny facades of betterment notwithstanding, the lives of all living beings 
on earth have been put under threats of various distortions and even destructions if left 
alone. It is these potential and practical threats that we are concerned about and would like 
to tackle in this Conference. No doubt, we do not expect that a meeting of this nature held 
in a limited span of time could identify all those problems faced by human civilizations 
today and find all the solutions to them at once. This may be a small first step in search 
of answers to many of those questions, and yet we believe even such a meager start has its 
own merits as long as it could offer some decent guidelines for future endeavors to meet 
the challenge of seeking needed means to deal with those threats as wisely and efficiently 
as possible. 

"Life" in itself is a concept with its own aura of enormous weight, when viewed from 
any angle of interest. It is not some lightly comprehensible phenomenon not only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but it also entails complexity of meaning and implications not easily 
discernible from any single methodological approach. This is why we have invited experts 
from a few diverse areas or disciplines to help the meeting of minds from those various 
backgrounds.     

All life has its beginning and its end, birth and death. Thus, we may start with the first 
form of life we encounter, birth. To observe how it begins by taking an objective stance, it 
may be regarded as a purely biological phenomenon. With a few exceptions of some very 
rudimentary type of living beings, say, among plants and microorganisms, life begins when 
a seed is planted in the field and a bud sprouts. Confining to the case of human life, it 
takes the simple process of natural fertilization before an embryo is formed, very naturally 
by ordinary human reproductive behavior. More careful examination reveals that it entails 
much more complicated socio-cultural intervention. 

For the sake of parsimony, all the possible details of such interventions may be spared, 
only to single out a few more significant examples. Even human intercourse may occur not 
necessarily through regular consent or, shall we say, romantic love between the parties, but 
by force like rape, prostitution, or simply by accident, and so on. Artificial fertilization is 
more prevalent these days with the advances in the bio-technologies. In such exce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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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how do human societies view and handle them when an embryo is formed as far as 
the meaning of life is concerned? On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will be: "is that embryo 
human or not?" Then comes the issue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 very objectified 
vocabulary) or abortion (a more arbitrary action possibly involving moral-ethical questions), 
which immediately calls for quite complicated controversies but I will stop here to simply 
raise the issue. In both cases of artificial fertilization and abortion, there is the problem of 
human manipulation of life. Especially the latter has already rocked the table of discourse 
without reaching any clear cut consensus or conclusion as to what we are to do with it. 
Such doubts may be raised as to whether you can take an embryo for human. And I am 
certain our exchanges in this conference will tackle them seriously one way another. 

Once life is born, we now can approach the question of life from the angle of "life 
course" or "life cycles," again very natural in a sense and yet becoming a-natural 
(socio-cultural) depending on from what concerns we deal with it. At each stage of life 
course, as each life cycle takes its turns, life can mean many different things to the 
individual beings, human and natural, and to those others who have some significant 
relationships, interests, and/or obligations. Divergent values may be attributed to the 
individual beings at each phase of life course, requiring special care by or reaping special 
fruits to the community of life they belong to. Just a few examples will do. In the early 
stage of life, you need special attention and care for the young, for both human and 
non-human beings; they become useful resources in their mid-life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munity; as they grow old their fate dwindles to a mostly useless or even burdensome 
status. Why are we doing this and is it still humanely permissible to discriminate in such a 
way?

In the course of proceeding through the life course, a more social-culturally important 
issue may arise, with respect to the quality of life, once again for both humans and 
non-human beings in natur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is term, quality of life, originally 
was coined in the intellectual circle of the West around the 1960s when they came to be 
alarmed by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human life beginning to show signs of 
rapid deterioration mainly owing to the advance of industrialization in those economically 
more prosperous nations. Nowadays, of course, this concept has gained much broader usage 
extending to the general conditions of life in social and cultural spheres as well. In fact, it 
has become one of the core indicators of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promoted by the 
international organs like UNESCO. Since its meaning is so broad and variegated, I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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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 it for our deliberation in the meetings, but a few aspects of this concept may 
require some elementary examination. 

As was indicated above, if this concept was born out of human concerns over their life 
conditions primarily caused, they argued, by the deterio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 
natural question that followed was directed to what caused such bad conditions and how 
they were created in the first place. It was human interference with the ecological system of 
nature chiefly in the form of industrial development, they recognized. Then, the concern 
with the quality of life stretched to the conditions of natural environment itself. Now,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humans in general, it 
was essential that we also must take good care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itself. It is in this connection that the idea of community of life attains a 
significant position in our discourses on life. It is not only the human community that 
requires some serious reconsideration, the entire ecological system embracing all kinds and 
species of living beings as a form of community should come into the horizon of 
examination in human intellectual endeavors. 

According to Ecologism, for all living beings, community is an innate inclination for 
relatedness  and interdependence in the following senses:  

① Humans live in communities as a web of relationships called ecosystems;

② these systems teach us that the instinct of community is not peculiar to humans but 
all forms of life, from microbes to most complex species; 

③ they also teach us that there is an intrinsic paradox: that all life’s first imperative is 
that it must be free to create itself: instinct for freedom and life’s second imperative is that 
individuals seek community;

④ life is systems-seeking: it needs to be in relationships and independence is not a 
concept that explains living world;

⑤ in systems, individuals are figuring out how to be together in ways that provide 
support for them.

From the standpoint of Comuunitarianism, for healthy life of human beings:

① Community in itself is “a good”: it is a good and moral social organization;



18

② being the place where human life begins in the most usual cases, it provides best 
conditions for cultiv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basic needs and interests;

③ for perfect realization of individual potential and moral character;

④ for satisfying the desire to be mutually dependent by pursuing reliable brotherly 
cooperation.

⑤ Desire for community is expression of basic needs: for belonging, acceptance, 
approval, recognition, achievement as “meaning-seeking“ being’s will to meaning;

⑥ typical human relationships in community are considerate, warm, kind, and sacrificing 
one’s own interests for common good;

⑦ are fair, just, righteous, caring with affection, love, and benevolence, encouraging 
tolerance, healthy mindset, and emphasizing sympathy; 

⑧ it requires of members solidarity, loyalty, cooperation, general harmony & mutual 
accountability. 

These ideas of community reflect the human awakening of the need for restoring 
community in the face of sweeping transformations of ecological environments which 
humans have been constantly distorting and partly destroying which in turn has negatively 
affected human quality of life, and of social quality of human societies where humane 
relationships have been eroding with the rise of extreme individualism in increasingly 
competitive socio-economic-political environments. Such changes have caused, as a 
consequence, social-psychological symptoms of uprootedness, homelessness, networklessness, 
disconnectedness, isolation, alienation, and loneliness, leaving individuals' souls withering 
inside. Where community of life is threatened, life in community inevitably is negatively 
affected, and hence all living beings need a healthy community for a happy life. 

For humanity, happy life is the ultimate goal, first and above all. While this notion of 
happiness is still bound by subjective experience and cultural definition, we need to seek 
some consensus on how people may be happy and what kind of conditions must be 
provided to assure happy life. I have attempted to propose a hierarchy of life values for my 
development studies, where I defined the Core Development Values humans uphold and 
pursue as "life values" and laid out them in a hierarchical framework. With happy lif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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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community placed on top as the ultimate goal of developmental efforts, next layer 
called the consummate values are self-fulfillment for individuals and cultural-moral flourish 
for societies. They may be fulfilled by means of the instrumental values of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enlargement of life chances for individuals, on the one hand, and by 
increased structural flexibility and upgrading of social quality on the societal level, on the 
other hand. To attain those minimum values societies have to strive to provide institutional 
backing and concrete policy measures relative to each of those value items. Any further 
details cannot be presented in this statement.

 Now coming down to earth considerations of the impact of scientific-technological 
innovations on community of life, we may look into the issue of how much we can and 
should allow such innovations to continue and increase their interference in and manipulation 
of human life itself and life in the natural ecosystem. By experiencing the amazing rapidity 
of such innovations, we have eventually come to realize that they have manifested a 
"self-propelling" tendency in the incessant pursuit of innovations after innovations. 
Apparently, there is no ready means, policy wise or by political decisions, to stop that 
inclination which seems to be inherent in those changes. One still could find ways to calm 
down that trend and even try to reach some consensus on how their human impacts should 
and could be determined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may have to be coordinated and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This proposition is of course duly reflecting much of the 
worrisome human implications of the major innovations currently sweeping the actual 
marketplace of the unbridled neo-liberal capitalist economy. From the sociological view 
point, the effect of cultural lag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s showing off its speed in 
the market and the innate slowness of human social adjustment relative to institutional 
reforms, legal reformulations, alteration in values and behavioral patterns of the ordinary 
people in the everyday lifeworld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very rapidity of 
transformations is almost out of hand, leaving the people lost in the wood barefooted and 
empty handed. Life itself is becoming more and more confusing, convenient yet hard to 
adjust to the ever changing environment.

Another case of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which are sure to make 
unanticipated differences for the future life of humankind has to do with what now came to 
be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volving AI and robotics. Suddenly, we are told 
that much of what we have been doing as occupations and professions are going to be 
taken up by the machines with human-like brains and probably all we can and may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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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ould involve some leisurely activities unrelated to daily livelihood, in short, most of us 
are losing jobs and left aside from the job market wondering what we should or could do 
to make living. The idea of basic income for every citizen is already under serious 
experiment in some parts of the world. Nobody really knows what kind of "life" is waiting 
for us not too far away from today. Humans doubtlessly will cook up something to meet 
the challenge, but the condition of darkly cloudy future is not too happy for anyone.      

Aside from such practical difficulties caused by the speed of innovations, a more 
culturally serious aspect of new findings in science and brand new gadgets born out of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catching the eyes of the ordinary people has to do with its 
moral-ethical ramifications. For instance, what if AI robots are around mixing with the 
ordinary people in their everyday life situations? How are we to react to them, interact with 
them, or even be ordered around by them? What are they? Are they going to be our boss 
or mere servants? What kind of moral codes they are injected with and what kind of 
ethical judgments are they expected to render in certain emergency situations? Can they 
really play the part of romantic partners or are they still going to be like animal pets 
humans keep around for whatever necessities they may encounter? There are so many sticky 
questions we may encounter in this "bright new world" of AIs and robots for which we 
may have realistically few useful answers or morally-ethically correct responses.

This moral-ethical issue does not stop there. Actually, it becomes much more complex 
and hard to deal with when it comes to the technological interference with "life" and in 
fact "death" itself in the very natural and physical sense of the term. Thus far, we have 
been informed of the remarkable advances in life sciences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in 
the actual innovations of bio-technology. When it the problem of life is raised in this area, 
it is not just man-made machines that we are to worry about. It is "life" itself that can be 
manipulated by technology: that is the real big question. Referring back to the case of birth, 
for example, technology may simply manipulate the seed and field to create real birth, not 
only of animals and plants but also human babies, not those machines resembling humans, 
but real babies, or copy-cat babies. You may still enjoy making love with your partner but 
the baby could be "made" in laboratory through some artificial techniques, planted in your 
body alright but the output may not necessarily be your own offspring either in a legal or 
physical sense of the term. What do you say to this? 

Once born, all living beings strive to faithfully obey the order of their DNA to sur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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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long as possible and spread as widely as they can. For humans, it is the value of 
"longevity" that is at stake.  Longevity, according to sociological observations, happens to 
be one of the most resiliently upheld universal values cherished by humanity throughout the 
history of civilizations. Today, we are becoming accustomed to the prospect of celebrating 
centennial birthday, and as a matter of fact, it is not too seldom to see obituaries of recent 
years reporting the age of the deceased to be one hundredsome. Some scientists even talk 
of the possibility of immortality. If you can replace the ailing parts of your body by some 
artificial organs with accompanying medical treatments of high-tech quality, who knows 
whether you may live without end? Good news or bad news? Humans are tempted to play 
God; is it okay or not? We may have to face this dilemma soon. In the realm of 
religious doctrines, immortality or eternal life is no news. Christianity adheres to the belief 
in eternal life to be attained after physical death by resurrection, whereas Buddhism 
advances the credo of reincarnation which implies continued life without ending after death. 
Even in the more naturalistically inclined thoughts of Confucianism and Taoism, the 
enlightened sage or superior man may attain the state of becoming one with the universe, 
implying the everlasting life of a sort. Implicit in those views, life is endless.  

In dealing with life from a positive side, the notion of the dignity and undeniable value 
of life needs proper examination. To begin with, who and how such ideas were created and 
disseminated on what ground would be the kind of questions we need to answer. Doubtless, 
religions have various doctrin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m, but they occasionally appear 
in the political arena in different contexts with divergent flavors attached to them. This 
phenomenon itself may need to be re-examined if we look back on the long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s which has been stained with the blood of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whose lives have been cruelly taken by somebody else, more often than not without 
any good reason. How are we to reconcile the belief in the dignity of life with the 
historical facts of human atrocities incurred against other humans? 

Finally, we have to come face to face with the ending of life, death. In physical terms, 
life and death are separated by breathing and consciousness, or heart beat and alert brain. 
Even modern advanced medical profession occasionally encounters a moment of having to 
make a hard decision of whether the person may be declared deceased or still alive. Ethical 
question immediately arises. Related to this dilemma, there is the issue of euthanasia, too. 
Then, there are deaths caused by someone taking his/her own life juxtaposed with those by 
homicide. Deaths may occur as a natural process by illness or simply by aging. Bu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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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neglect the unintended side effects of the so-called "risk society" equipped with a 
variety of factors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threaten our life every moment of 
modern-day living.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is area also is technology. Of course, the 
risk of technological objects threatening life is relatively more obvious, such as traffic 
accidents, industrial hazards, disaster caused by mechanical error, and the like. But the more 
serious risks have to do with the kind of social-cultural patterns of organization and 
behavior in the contemporary world that provide latent causes of death taking place in 
everyday life. Emotional tensions invol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ressful work and 
unbearable workplace culture, the mis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s, 
the pressure of cut-throat competition in school and on the job, the flooding of information 
causing overflow in the brains and minds of the ordinary people, and so on, are just a few 
among so many other reasons for the unseen risks of human social life today. Disasters 
taking human lives are usually seen as mostly natural phenomena but in fact many of them 
are caused either directly by mistakes involving human neglect or technical errors, or 
indirectly by our mismanagement of or fowl interference with the eco-system itself. 

We humans tend to harbor in our heart-and-mind a latent sense of fear of death. And 
we often encounter the sad scene of people with terminal illness expressing their 
uncontrolled desire to sustain their lives as long as possible by any means available. We all 
share the same sentiment with serious concern. Nevertheless, upon sober reflection we may 
also find comfort in the prospect of death which as a matter of fact brings us an end to 
the suffering, miseries, pains, troubles, and all those negative experiences of our life that we 
may have to bear with while we are alive. In some religious credos, such as Buddhism, life 
itself is the source of suffering from which we can be free only by the ending of life.     
 

The issue of death does not necessarily stop with the physical termination of breathing 
and/or heartbeat plus loss of consciousness caused by some brain damage. It is always 
accompanied by the involvement of social-cultural community of the living. Upo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life of a person, people gather around the deceased and bereaved 
family with proper rituals of mourning and comforting, sharing with them the sorrow and 
the emotion of missing the loved ones. The deceased is going to be remembered not only 
by the immediate family and close kin but also by many other people with some 
acquaintance. In that sense, we live perhaps forever in the memorie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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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deed is precious and how we preserve it, sustain it, and lengthen it as long as 
we can manage physically is what should be more carefully examined. And this World 
Conference for Human Values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18, organiz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in Andong City, Korea, has invited 
outstanding experts in the diverse areas of research related to life, in the hope that we may 
shed some meaningful light to those various and complicated issues regarding LIFE, even to 
a meager extent. As was indicated earlier, we decided to run this Conference as a series of 
roundtable discussion sessions where each of the participants will make brief presentations of 
their ideas related to our topic first and then all of us will engage in actively participated 
exchange of ideas in the form of brainstorming round table.  

And as the organizer and moderator of these sessions, I would like to welcome you 
again with the great sense of appreciation asking you to make this gathering memorable to 
all of us and meaningful to the broader community of life in the world today and days to 
come in the future. Thank you, and especially to those coming a long way from overseas 
taking so much of your precious time and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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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bioethics as the love of life means for 

humankind

Darryl Raymund MACER(American University of Sovereign Nations)

Summary

In this paper I explore bioethics as the love of life, and argue that this is the 

foundational value of humankind.  There is a consideration of colonization of knowledge, 

religion, and sources of wisdom. The pursuit of good-life for all creatures is discussed, with 

lessons also from indigenous philosophies and some major traditions of knowledge.

Love� of� life

The gift that we receive when we are born into this world is love. This is the essential 

human value for the 21st century, as it was for every century in the past.  While love is a 

gift that few are deprived of, a deprivation that is in itself an insult to the humanity that 

our flesh embodies, it is a norm for all forms of life for the new life to be given a good 

start (Macer, 1998). The ultimate gift that we can share with others is also love. 

If we ask people what images they have of love, answers might include: lovers, family, 

warm, God, happy, difficult, and many others. Many of these answers come from the local 

encounters around us, and in fact, the challenges for those who have tried to work on 

universal love is that it is difficult to empathize with others in a distant land unless we are 

in contact with them. Only when “they” become “us” can we empathize with others. As 

Paul Tillich (1963) wrote in The Eternal Now, “One cannot be strong without love. For 

love is not an irrelevant emotion; it is the blood of life, the power of reunion of the 

separated.”

Mahatma Gandhi (1927) wrote, “Love is the strongest force the world possesses and yet 



| 인문가치 학술 2 |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29

it is the humblest imaginable. The more efficient a force is, the more silent and subtle it is. 

Love is the subtlest force in the world.

...To see the universal and all-pervading Spirit of Truth face to face one must be able 

to love the meanest of creation as oneself.

... The path of self-purification is hard and steep.  To attain to perfect purity one has 

to become absolutely passion-free in thought, speech and action; to rise above the opposing 

currents of love and hatred, attachment and revulsion.”

We can find this value through history, as Confucius wrote in the Analects (6th Century 

B.C.), “To love a thing means wanting it to live.”

Bioethics

We can find various definitions of bioethics, the simplest would be love of life.1)  Or 

less passionately, a consideration of the ethical issues raised by questions involving life 

(“bio”).  It includes questions we face each day, like “What food should I eat?”, “How is 

the food grown?”, “Where should I live and how much disturbance of nature should I 

make?”, “What relationships should I have with fellow organisms including human beings?”, 

“How do I balance the quality of my life with development of love of my life, other’s 

lives and the community?”, and so many more you can think of. 

The history of bioethical reasoning is influenced by our genes, and the forces that 

shaped and continue to shape these genes into the people, society and cultures that we 

have.2) We now have the power to change not only our own genes, but the genes of every 

organism, and the power to remodel whole ecosystems of the planet, which has made many 

focus on biotechnology applications however the key questions are more basic. We have the 

technology to conceive an embryo in vitro, to mix genes from different persons, beings and 

to offer life support to those whose body has temporarily failed. We have the power to 

remodel whole ecosystems of the planets. New technology has nevertheless been a catalyst 

1)�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1.
2)� Macer, Shaping Genes: Ethics, Law and Science of Using New Genetic Technology in Medicine and Agriculture,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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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ur thinking about bioethics, which have been stimuli for research into bioethics in the 

last few decades.

A fundamental way of reasoning that people have when making decisions is to balance 

doing good against doing harm.  We could group these ideals under the idea of love, 

though the question of benefits for whom and harm to whom is central to deciding whether 

an action is one of love or not. One of the underlying philosophical ideas of society is to 

pursue progress. The most common justification for this is the pursuit of improved 

medicines and health, which is doing good.  A failure to attempt to do good, is a form of 

doing harm, the sin of omission. This is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his is a powerful 

impetus for further research into ways of improving health and agriculture, and living 

standards. Joseph Fletcher (1966) wrote in Situation Ethics, “Love is freedom to put human 

need before anything else.”

Fritz Jahr3)  urged people to turn to “bioethics” and review of the ethical relations of 

humans towards animals and plants, following the traditions followed for millennia in Africa, 

Americas, Asia and Pacific, in fact by indigenous persons across every continent. If one has 

ever walked in a jungle, or swum in a coral reef, the words, “The strict distinction between 

animal and human being [Mensch], dominant in our European culture up to the end of the 

18th century, cannot be supported anymore.” would have not only resonated, but made us 

wonder what sort of world tried to distinguish human beings from other animals in the first 

place. 

Such thinkers had a biocentric or ecocentric world view, influenced not only by a 

revealed God through nature but also by the increased understanding of biological evolution. 

The love of life has always been expressed by some in society, in each religion. There are 

several basic theories of bioethics, and the simplest distinction that can be made is whether 

they focus on the action, the consequences, or the motives. Another separation that is used 

is deontological theories, which examine the concepts of rights and duties, and teleological 

ones, which are based on effects and consequences.  If we use the image of walking along 

the path of life, a teleologist tries to look where decisions lead, whereas a deontologist 

3)� Jahr, “Bio-Ethik. Eine Umschau ueber die ethichen Beziehungen des Menschen zu Tier und Pflanz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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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a planned direction. All around the world people make moral decisions using a 

range of ideas, which are not as diverse from each other as their different etiquettes may 

demand.4) 

The pursuit of a good-life

What future do we want? The pursuit of a good life is a goal that all persons can 

hope for. A good life should be understood in a holistic sense, and is clearly more than 

just a contented life, free of want and fear.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is what the 

United Nations was established to help provide. This is also the duty of all governments to 

provide to their citizens, and those with the abilities to provide to those in need. Local 

wisdom provides a number of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at a good life is.

The extension of local wisdom to global love, can be seen throughout history. In the 

words of Erich Fromm, “If I truly love one person I love all persons, I love the world, I 

love life.  If I can say to somebody else, ‘I love you’, I must be able to say ‘I love in you 

everybody, I love through you the world, I love in you also myself’.”5) 

This reminds us of the words of  Mo Tzu in 6th Century B.C. from China referring to 

Confucian family-centered love, “It should be replaced by the way of universal love and 

mutual benefit...It is to regard other people’s countries as one’s own.  Regard other 

people’s families as one’s own. Regard other people’s person as one’s own. Consequently, 

when feudal lords love one another, they will not fight in the fields. When heads of families 

love one another, they will not usurp one another. When individuals love one another, they 

will not injure one another. When ruler and minister love each other, they will be kind and 

loyal. When father and son love each other, they will be affectionate and filial. When 

brothers love one each other, they will be peaceful and harmonious. When all people in the 

world love one another, the strong will not overcome the weak, the many will not oppress 

the few, the rich will not insult the poor, the honoured will not despise the humble, and 

the cunning will not deceive the ignorant.  Because of universal love, all the calamities, 

usurpations, hatred, and animosity in the world will be prevented from arising.”6) 

4)� Macer, Bioethics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188.
5)� Fromm, The Art of Loving, 63.
6)�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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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ecolonial God and Values

No matter what particular God you follow, if it is the all powerful Creator of the 

world, then by definition God is pre-colonial.  When did God reveal himself to the created?  

Most would agree it was before the 19th century American when followers of the Mormon 

faith would claim that God presented Joseph Smith with a set of tablets.  Many would 

claim it is before Moses received the tablets of the ten commandments from God at Mount 

Sinai. There have been many earlier and later saints….but just how do the major religions 

regard the saints and faiths of many Peoples around the world.  Perhaps ignorance is the 

most common word we can use to describe the understanding of many Peoples by most 

others. Yet religious faith is common among all Peoples of the world, although the details 

differ.

Over the past five years I have been establishing a global university on Sovereign land 

of Native American tribes in the United States. Our values are something active to our soul 

and mind. I am fortunate that all through my life I could learn something new everyday 

still about the faiths, beliefs and wisdom of different people.  I will happily join in a 

pre-meal grace of the Apache chief facing East, where the sun rises, just as joyfully as 

welcoming the rising sun for a prayer with my dear friend in Japan, a samurai of Shinto 

faith who I had the privilege of sharing a common office wall for over a decade as 

professors at University of Tsukuba. 

The fact that both faiths face East is not hidden on me, as one who grew up in 

Aoteoroa/New Zealand and climbed the roof of my house there to welcome the first sun in 

the world of any city for the new millennium in the year 2000…also to the East. Actually 

as I welcome many Muslims to American University of Sovereign Nations, I am also happy 

that it happens that Mecca also is in the East…it is nice7) that Peoples of different faiths 

could prayer together on sacred mountains and lands together, despite their revealed faiths 

came through the wisdom of different saints.

About 90% of the world’s people follow a religion, and the same is true today. Perhaps 

for many lucky persons they follow several religions in a fusion of values and cultures, that 

7)� The word “nice” could be substituted by many more complex expressions, but for the point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y not use a word like “nice” or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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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enriching. I have conducted research in around 50 countries of the world to date, 

and right now am learning more about many indigenous Peoples.  My original passion for 

Bioethics as an all embracing discipline remains from my 5 years in a bastion of colonial 

knowledge, Cambridge.  Most of what I do I would call Bioethics…encompassing the love 

of life, and the ways people relate to each other, and to other lives and nature.  

Before this, I have spent a decade as UNESCO’s Regional Adviser for Social and 

Human Sciences in Asia and the Pacific, conducting programs in over 40 countries of the 

world – some small with a few hundred persons making up the nation, and others huge 

consortiums such as India and China.  So many systems are trying to find their way in a 

postcolonial world to prosper, and some even attempting to rediscover themselves and find 

their identity and past heritage.  

One of barriers to our exploration of human values is fundamentalism and dogmatism.  

The naivity of those who think they have been given the only route to know God in a 

world as diverse as the one we live in.  We can be passionate about our values and faith, 

and should work for social justice, but simply evangelizing the other is not as valuable as 

trying together to understand the revealed wisdom of different traditions and how it could 

help us all in our contemporary post colonial world.

Our� common� mind� and� human� dignity

There have been debates in almost every corner of the globe over the definitions of 

culture, identity, and what is ethics. These social constructs all originate in our mind, a 

product of an individuals’ ontology, genes, environment and relationships. The underlying 

heritage of ethics can be seen in all cultures, religions, and in ancient writings from around 

the world (Macer, 1994).  We in fact cannot trace the origin of bioethics back to their 

beginning,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beings within their society, with nature and 

God, are formed at an earlier stage then our history would tell us.  

As countries have developed spaces to discuss their values, we have also seen the role 

of social science as a driver towards understanding of different social relations and patterns 

between and within cultures, and increased understanding of our views of nature. Creating a 

space is not so much a challenge from the use of technology, but rather a challeng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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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ing knowledge of human nature and life itself. Bioethics is the concept of love, 

balancing benefits and risks of choices and decisions, in our ethical mind. This heritage can 

be seen in all cultures, religions, and in ancient writings from around the world. 

One of the most interesting questions before a thinking being is whether we can 

comprehend the ideas and thoughts of other beings, and conversely whether they can also 

read our mind. In terms of evolution there could be survival benefit by the capacity to be 

able to fully understand the thinking of others, both for direct competitive benefit and also 

for the spirit of altruistic cooperation. Although the human mind appears to be infinitely 

complex and the diversity of human kind and culture has been considered vast, in 1994 I 

made a hypothesis that the number of ideas that human beings have is finite,8) and in 2002 

I called for a project to map the ideas of the human mind - the behaviorome project (or 

human mental mapping project),9)10).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offered by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mind, but also many challenges to greater individual and cross 

cultural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The term love is usually omitted from international law, whereas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s often cited.  Human dignity is arguably even more difficult to define than love.  

For example, Article 1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states, "Practices which are contrary to human dignity, such as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 shall not be permitted".11) Why cloning is always against human dignity is 

not clear. For example, if it was the only way a family could have a genetically related 

child why is that against human dignity? Especially when using donated sperm and eggs or 

a surrogate mother is permitted in many countries, even for commercial contracts. Yet, at 

the time following the cloning of Dolly the sheep by nuclear transfer in February 1997, it 

became a popular call for many government leaders to say it was against human dignity.  

Still across the world we can find many common expressions of dignity from many source

s.12)

� 8)� Macer, Bioethics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168.
� 9)� Macer, "The next challenge is to map the human mind", 12
10)� Macer, "Finite or Infinite Mind?: A Proposal for an Integrative Mental Mapping Project", 203.
1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3.
12)� Macer, Asian-Arab Philosophical Dialogues on Culture of Peace and Human Dignity,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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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expression of love of our own life that is dominant in medical ethics is the 

sanctity of life.  This sanctity of life is also often imposed upon others on the behalf of 

the person who has their life threatened. The argument is also used by opponents of 

abortion, claiming the fetus also has a sanctity of life. Indian philosophy also includes the 

idea of to do no harm, ahimsa, as one guiding principle. Indian medical ethics today 

includes Hindu and Western influences, plus many folk traditions and other religious groups.  

India includes followers of many religions, and the long tradition of living together, and has 

a holistic environmental ethic.13) In Jainism patience is regarded as a good and pleasure is a 

source of sin, so that true freedom is independence to outside things.  Depending how 

removed we attempt to be from the material world, we might accept our fate without taking 

medicine.  This reminds us of the Taoist idea to flow with nature.14)  However, there is a 

long tradition of use of curative and cosmetic remedies in Indian medicine, suggesting that 

like elsewhere, people seek to cure sickness and enhance their body and emotions.

Part of the concept of dignity is linked to self-determination. Autonomy is applied to 

many life choices that are bioethical dilemmas, for example personal transport in an 

automobile is associated with high environmental load. People are free to pursue sports that 

consume large amounts of energy, or to buy large cars or large homes that are beyond 

what is necessary for a comfortable life. Personal or cultural freedom in continuing to eat 

whale meat in Norway, Iceland or Japan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t concerns that 

whales might have sanctity of life because of intrinsic moral status. Whale baleen used to 

be widely used in woman’s corsets in the West, and today many endangered animals are 

used to make cosmetic products. We can see the evolution of law however, in the 2014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stop the hunting of whaling in the 

international waters of the South Pacific, to end an intensifying battle between 

environmentalists of that region and whalers. Although the direct legal arguments can be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the ethical-political rationale is extending the concept of moral 

agency beyond human species. Similar argument shave been used for the Great Ape project, 

to call for laws against experimentation on Great Apes, including chimpanzees, gorillas and 

13)� Azariah, “Global bioethics and common hope.”, 66. 
14)� Hsin and Macer, “Contrasting Expectations of Biotechnology for Medical Care in Taiwan between Seniors and 

Medical Students”, 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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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utans.15) 

There are precedents for limiting autonomy in behavior towards the environment.  

Personal taste in tropical timber products is one choice that has began to be limited by 

restrictions on tropical forest logging. Another limit is personal choice in use of ivory in 

statutes and personal name stamps in many countries due to the endangered status of 

elephant. Limiting personal choice of human beings when those choices harm other beings is 

being accepted. This will be seen more in environmental ethics.

Precolonial� and� Postcolonial� Value� Systems

Colonization has been a major force to articulate bioethical value systems that were 

previously implicit in the relationships of people and nature. Along with colonization came 

waves of Christian missionaries, and the Christian faith was readily adopted in a “local” 

form. Anthropologists also described a number of traditions, although some “sacred” 

knowledge is preserved among chiefs and only informed to those they decide to entrust 

such wisdom to. In my home, Oceania, as more persons left the shores of the islands to 

study they started to document more of these diverse traditions, and in turn these values 

were discussed among many of the communities in a more articulated form. 

Bioethics is both a word and a concept. Likewise, bioethics in the Pacific is identified 

closely with a broad concept of love binding all of life together, and the terms and values 

used to translate English words of bioethical principles in Pacific languages have deep 

historical roots. Although there were a wide variety of concepts prior to European 

colonization of the Pacific, the modern Pacific is predominantly Christian in faith, with a 

blend of indigenous culture and a theocentric approach to life ethics. Thus although the 

actual word “bioethics” comes to us only from a German paper of 1927,16)  amplified by 

Potter in English,17) the concept comes from human heritage thousands of years old, and 

there has been rejection of attempts to introduce the term “bioethics” when it is associated 

15)� Singer and Cavalieri,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11.
16) Jahr, “Bio-Ethik. Eine Umschau ueber die ethichen Beziehungen des Menschen zu Tier und Pflanze.”, 2-4. 
17)� Potter, Bioethics: Bridge to the Future,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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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The concept of love as a binding force resonates well with many approaches of 

indigenous cultures.  This includes more than humans however, with strong love of animals 

who live in the land and water, and a love of nature.  In Maori the word aroha is used to 

denote something broader than love, but including a oneness with nature and animals.  

Bioethics has origins in exploring human relationships with animals and with nature (ocean 

and land), and spirituality.18)

Love continues to be taught to children from a young age as a noble ethical character.  

In Tonga, ofa, which means all forms of love, and fe’ofo’ofani, caring love as a family, are 

some of the basic values taught to children from a young age which influence their 

behaviour.  These concepts are expressed in the way that Pacific islanders care for the sick, 

often with practical expressions that family members will accompany the sick person to the 

hospital and a relative will always stay with the person day and night in the hospital.19) 

Stories explaining the deeds of past generations and the symbolic nature of the 

landscape can be found in songs, laws, history instruction, and social systems. It is not 

possible to trace the origin of bioethics back to their beginning,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beings within their society, within the biological community, and with nature and 

God, are formed at an earlier stage then history provides.20) Love is recognized as both the 

biological heritage given to humankind by genes, as well as a social heritage, as the society 

tries to pursue harmony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some countries deliberate mistranslations were made if a written concept existed, for 

example the Spanish missionaries in Mexico tried to eliminate the concept of reincarnation 

from Aztec and Mayan writings so that people could believe in the Christian concept of 

one life, one death and one judgment. Because Pacific values and beliefs are transmitted 

orally, many have incorrectly assumed that bioethics were effectively non-existent before the 

expansion of modern bioethics in the 1970s.21) Ethics has a central place in all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and processes. “Each daily life event is seen through a lens of ethical 

18)�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3. 
19)� Mafi, “Polynesians often put family and community before their own health.”, 13-5. 
20)�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124
21)�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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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mores, and codes of conduct developed over years. Indigenous ethical systems 

incorporate technical insights and wisdom-based observations of natural, social, and spiritual 

phenomena which, in turn, validate place and identity, as well as the survival of Pacific 

nations in our increasingly globalized societies”.22) 

Ethical values and principles hav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epistemological systems 

and are central to how knowledge is gained and organized, how knowledge is used, and 

who has access to it. In the development of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the 

Pacific Health Research Council in New Zealand wrote, “Every Pacific society has a 

framework of knowledge that is systematically gathered and formulated within a paradigm of 

general truths and principles. Knowledge gathering and systems of validating knowledge and 

legitimizing information are processes that are often determined and regulated (but not 

exclusively) by a select group within the traditional hierarchy of knowledge with the aim of 

protecting the quality and wellbeing of people”.23)

The Prime Minister of Samoa, Tui Atua Tupua Tamasese Ta’isi Efi described the 

importance of the Samoan concepts of tapu (the sacred) and tofa sa’ili (the search for 

wisdom) in identifying ethical practices for application in research.24) He argued that it is 

possible to find a middle ground between ideas and practices grounded in religion, the 

spiritual, the sacred and scie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an exploration of different facets 

of the Samoan concept of tapu, which encompasses the sacred-ness of the origins of all 

things as well as the affinity between people, the cosmos, and animate and inanimate 

earthly phenomena, he envisages a Pacific bioethics that reaching out for wisdom. Such 

activity and the search for knowledge would be grounded in a sense of connectedness to all 

things, the awareness of people’s responsibilities as protectors of the earth, attention to the 

sacred essence of all things and a desire for increased understanding without ever presuming 

to know God.

There are a variety of approaches to deciding whether a practice is ethical or not. Are 

there indeed universal values which can be agreed upon across the many cultures of the 

world, and is there a universal language of making these values acceptable as well as 

22)� Fairbairn-Dunlop,  “Pacific Ethics and Universal Norms.”, 9-13.
23)� Health Research Council, Guidelines on Pacific Health Research, 10
24)� Tui Atua Tupua Tamasese Efi. “Bioethics and the Samoan indigenous reference”,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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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le across the many communities? In the Western Abrahamic and post-Enlightenment 

worldviews, there is a strong belief that universal values can be realized through objective 

criteria. Contrastingly, the Indic systems believe that while universal values exist, they are 

not achievable, because human beings apply their own subjective experiences and emotions 

to their knowledge of values. Therefore, whereas the former ascribes a degree of objectivity 

as a prerequisite for legitimacy, the latter considers subjectivity 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specific to individuals, groups, cultures, and so on.25) This world view will tolerate many 

individual choices as long as they do not do harm, and will also tolerate belief in 

attempting to improve ourselves. Indic cultural systems would be uncomfortable with a 

‘universal’ set of values arrived at through a consensus of human reason or legitimised 

through divine revelation. A pluralistic approach exists in most Eastern civilisations, 

including the Far East, Korea and China. It is understood that human society lives by a 

diverse set of values and philosophies, and universalism deprives some communities and 

people of their own value systems. Thus, Eastern traditions believe that universalism is an 

infringement on a human being’s basic right to enjoy one’s own value and belief system. 

People should be able to exercise their choices if they do not harm others.

Confucianism has two interesting characteristics that set it apart from Abrahamic and 

Indic traditions. First, it does not dwell on God or other metaphysical theories. This leaves 

the individual free to believe in any ‘spiritual’ truth he or she may wish to follow, and 

enhancement is a common belief. Confucianism is a set of ethics on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and government,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dividual and family and the 

individual and friends. It describes how concepts such as compassion, honesty, justice, and 

work fit within these relationships. These sets of values and directions form the essential 

nature of Chinese society regardless of the ‘religion’ of the person. In fact, if religion is 

usually both about a metaphysical theory and human relations, then Confucianism can be 

said to be a religion which does not concern itself with metaphysical aspects.

Secondly, Confucianism emphasizes harmony among humans and between humans and 

nature. Confucianism does not proffer divine origins of harmony, but rather a set of values 

that are derived from reason and a spiritual awareness. Harmony influences the ethics of 

25)� Rai et al. Universalism and Ethical Values for the Environme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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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s towards nature and society. In the future when differences between those who 

are enhanced and those who are not become significant, there will be some challenges to 

harmony for these reasons. Growing socioeconomic gaps however have been tolerated over 

time, so we can question whether people will really apply concepts of justice to the way 

people think.

Aristotle in Nicomachean Ethics wrote that morality is the pursuit of a “final good” or 

“supreme good”.  This may be accepted widely, but the question is what this “good” is?26)  

 The final good was often interpreted as happiness, which leads us to one of the main 

teleological theories, utilitarianism.  Utilitarianism looks at the consequences of an action, 

and is based on the work of Jeremy Bentham (1748-1832) and John Stuart Mill 

(1806-1873). They could have been rediscovering what Mo Tzu had taught in China in the 

6th century B.C.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over individual is a widespread ethic 

across Asian countries, as is the sacrifice of individuals for the greater good. If a substantial 

majority of a community consider a practice to be ethical does it make it ethical? The 

principle of utility asserts that we ought always to produce the maximal balance of 

happiness/pleasure over pain, or good over harm, or positive value over disvalue. Harmony 

is an important principle in Asian bioethics.

Describing� our� Views

A repository of worldviews27) is being set up that will evolve as different sets of 

ethical values from the first principles widely held within the religion or culture of that 

region, people or civilization are included. Once a repository is more fully developed, we 

may find that there may be similarities in all, there may only be similarities in some, or 

there may not be any similarities in the different perspectives or that the small number of 

similarities does not warrant a unitary ethical system for the whole world.

There are implications for mind mapping, our future relationships with nature and 

cultural identity as we explore. How should a culture that tries to maintain its cultural 

26)�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52.
27)�  http://www.eubios.info/repository_of_ethical_world_views_of_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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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ness by claiming everyone thinks the same, face up to the reality that in every 

culture the full range of idea diversity is found.  This diversity is found in almost all 

groups, excluding those particularly finite groups that are formed to promote particular 

political aims, such as those who fight for or against abortion, or euthanasia. Religions 

which have observed already that humankind is universal will have less challenges than 

religions which claim a special religious status for their "chosen" people.

The question of how universal the human idea map is, is of importance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 when we're faced with dilemmas like should we have 

common guidelines to regulate the use of new biotechnology 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using cloning, for example. It is time to start thinking scientifically about it, 

whether or not science is finite or infinite. That is another question.

To compare mental maps allows comparisons of idea diversity between persons and 

species. This will allow the development of descriptive bioethics into a common framework 

for comparative ethics. This will aid in policy making to make policy that respects the 

diversity of people in a culture, and globally. This would help develop bioethics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use of humans in clinical 

trials in many countries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whether the standards used 

should be universal or local.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should be culturally sensitive in 

the way ethical, social and legal aspects are considered. Having a map of human ideas will 

enable us to reflect more diversity of ideas into policy frameworks. We will have to pay 

attention to ensure it is used well, and not used to dictate majority views to minorities.

We can see that the mental mapping project will develop international bioethics, social 

and human sciences of the twentieth first century onto a more concrete and transdisciplinary 

basis. We need to develop a common language for studies of life and ideas, and it is 

hoped that these projects will allow this. There will be challenges for many aspects of our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though we should be clear, there will always be more 

questions than answers for humans to attempt to understand ourselves and nature. This is 

clearly an issue of information ethics in both collection, storage and use. Already military 

uses have been debated at conferences on this project, as well as many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he mental maps when they are available for human individuals, cultures 

and in general. How should we proceed in these studies, also given that the mind of youth 

and aged persons also vary in the era of mundi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ere ar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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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for us to discuss, and more contributions for the repository will be useful as we 

develop these processes.

Ethics� Education� through� Global� and� Local� Dialogue� and� debate

What future do we want? The pursuit of a good life is a goal that all persons can 

hope for. We can consider the four imperatives of love for ethics, as self-love, love of 

others, loving life and loving good. Love is not only a universally recognised goal of 

ethical action, but is also the foundation of normative principles of ethics. Global 

responsibilities for promotion of a good life for all (not only humankind) are necessary for 

our sustainable future.

A persons’ identity and ethic is developed based on their own and other people’s 

opinions that grows as we face various dilemmas through our life.  To have a balanced 

opinion from the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hear from persons in a range of positions 

with different occupations. Interactive ethics education allows the classroom to be a place 

for moral exploration and clarification of values. 

The common social goal to respect the moral choices of others has developed hand in 

hand with the emergence of increased media attention in pluralistic democracies to display 

the divergent views on many topics. These dialogues can show us that local wisdom from 

our corner of the world is similar to local wisdom from others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so that they now also join to “us” to construct a larger “us”. These lessons also 

assist us in the development of a globally accessible multicultural and multidisciplinary 

curriculum that offers cases from many local wisdoms that can be shared. 

We need to promote greater dialogue betwee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separate to 

the export of ideas from Europe that occurred during the colonial days, and more recently 

North America as English has become the common language for globalization.  What can 

we teach in a curriculum that covers many localities and local wisdoms? Consensus is 

possible after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 yet connected history of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persons and communities, to try to preserve social harmony. This consensus 

building is seen even in countries that have structured paternalism affec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Public discussion of the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any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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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ided by the media.  

Our� Ecocentric� Destiny

Each person reading this is a composite of at least one hundred species living together 

in a framework of a Homo sapien.  We have more non-human cells in our body than 

human ones.  Even if we are enjoying the tranquillity of a forest where it obvious that we 

need an ecocentric foundation for our values, some people are only focused on themselves.  

We need values that will encompass all life, bound together in love.  

Scholarship is so engrained in the fabric of the human mind that some have considered 

it the image of God, as Descartes said, “I think therefore I am”. A mature society can 

discuss the benefits and risks of all choices, and have public debate on these. The same is 

true in our individual moral education.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the societal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new technology is essential. Community engagement is 

not only a question of knowing what is going on, but for a new technology to be accepted 

by the public, it is crucial to perceive the choice and influence. 

Beyond that scholarship is the capacity to show love, and in that there is some 

common understanding of love that should be central in a dialogue between cultures, of 

East and West, North and South, powerful and weak, and technophiles and technophobes? 

Human beings are one part of nature, closely interwoven with all species.  Can we enhance 

all species to love more to enhance life? It is a challenge that many cosmetic choices are 

not beyond the economic choices that societies let individuals pursue, and if they do not 

direct harm others, perhaps we will see even greater evolution of our mind than we would 

like to! However, a lesson of indigenous culture is that most are evolutionary and prepared 

to survive through times when norms are thrown upside down and trampled on, that 

capacity for survival is something that gives us hope.  That hope is also embedded with the 

humility that all of us and all societies have made moral mistakes. We can embrace many 

values, but the value of pursuit of greater wisdom for a better future is one that has 

brought us together in this forum.  



44

Bibliography

Azariah, Jayapaul. “Global bioethics and common hope.” In Bioethics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edited by Darryl R.J. Macer, 98-124. Christchurch, N.Z.: Eubios Ethics 
Institute, 1994.

Fairbairn-Dunlop, Peggy. “Pacific Ethics and Universal Norms.” In Asia-Pacific 
Perspectives on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edited by Darryl R.J. Macer, 
9-13. Bangkok, UNESCO, 2010.

Fletcher, Joseph.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London: SCM Press, 1966.

Fromm, Erich. The Art of Loving. London: Bantam Books, 1963.

Gandhi, Mahatma K.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translated M. Desai. Boston: Beacon Press, 1927.

Hsin, H-S.D. and Darryl Macer, D.R.J. “Contrasting Expectations of Biotechnology for 
Medical Care in Taiwan between Seniors and Medical Students”. Law and Human 
Genome Review 20 (2004) 195-216.   

Jahr, Fritz. “Bio-Ethik. Eine Umschau ueber die ethichen Beziehungen des Menschen zu 
Tier und Pflanze.” Kosmos. Handweiser fuer Naturfreunde 24 (1; 1927) 2-4. 

HRC (Health Research Council). Guidelines on Pacific Health Research. Wellington, 
New Zealand Health Research Council, 2005. p.10

Macer, Darryl R.J, Shaping Genes: Ethics, Law and Science of Using New Genetic 
Technology in Medicine and Agriculture. Christchurch, N.Z.: Eubios Ethics Institute, 
1990.

Macer, Darryl R.J, Bioethics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Christchurch, N.Z.: Eubios 
Ethics Institute, 1994.

Macer, Darryl R.J., Bioethics is Love of Life. Christchurch, N.Z.: Eubios Ethics Institute, 
1998.

Macer, Darryl R.J. "The next challenge is to map the human mind." Nature 420 (2002a) 
12.



| 인문가치 학술 2 |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45

Macer, Darryl R.J. "Finite or Infinite Mind?: A Proposal for an Integrative Mental 
Mapping Project." Eubios Journal of Asian and International Bioethics 12 (2002b) 
203-6.

Macer, Darryl R.J. Ed.. Asian-Arab Philosophical Dialogues on Culture of Peace and 
Human Dignity. Bangkok: UNESCO, 2011.

Mafi, G. “Polynesians often put family and community before their own health.” New 
Zealand Family Physician 25 (1998) 13-5.

Potter, Van Rensselaer. Bioethics: Bridge to the Future. New York: Prentice-Hall, 1971.

Rai, Jasdev Singh, et al. Universalism and Ethical Values for the Environment. Bangkok, 
UNESCO, 2010.

Peter Singer and P. Cavalieri, eds.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Fourth Estate publishing, 1993.

Tillich, Paul, Morality and Beyon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Tui Atua Tupua Tamasese Efi. “Bioethics and the Samoan indigenous refere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60 (195, 2009), 115-124.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Paris: 
UNESCO, 1997.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Paris: UNESCO, 
2005. 



46

삶에 대한 사랑으로서 생명윤리가 인류에게 주는 의미

데릴메이서(AUSN)

요약

본 논문에서는 삶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명윤리를 알아보고 생명윤리가 인류의 기본 가

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식, 종교 및 전통 지혜의 식민화 부분도 고려하였다. 토착 사상

과 지식의 일부 주요 전통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추구하는 좋은 삶에 대해 논의하

였다. 

삶에 있어서 사랑의 의미

사랑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게 되는 선물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21세기에도 그렇듯이 사

랑은 필수적인 인문적 가치이다. 사랑은 대부분 인간에게 부여되는 선물이며 사랑의 박탈은 그 자

체로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다. 모든 생명체가 부여받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사랑이다(Macer, 

1998). 인간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물도 바로 사랑이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미지에 관해 물어보면 연인, 가족, 따뜻함, 신, 행복, 역경 등 다양한 답변

을 들을 수 있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

하려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공감대가 형성된다. Paul 

Tillich(1963)는 그의 저서 영원한 지금(The Eternal Now)에서 “사랑이 없으면 강해질 수 없다. 사

랑은 무관한 감정이 아니다. 생명의 원천이며 분리된 사람들이 재결합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언급

했다.

마하트마 간디(1927)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지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미약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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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힘이란 조용하고 세심하게 작용할수록 보다 효과적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

한 힘이다. (중략) 우주에 편재해 있는 진리의 정신을 직접 체험해 보려면 피조물 중 가장 비천한 

생물까지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하지만 자기 정화의 길은 어렵고 험하다. 완전

한 정화에 이르려면 생각, 말, 행동에 있어 절대적으로 정욕을 버려야 한다. 사랑과 미움, 친밀과 

반감의 대립으로 형성된 세속의 흐름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자는 논어(BC 6세기)에서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썼

는데, 이렇게 역사를 통해 동일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생명윤리

생명윤리는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그중 가장 단순한 정의는 삶에 존재하는 사랑이다.1) 다소 가볍

게 보면 삶과 관련된 질문에서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음식은 어떻게 자라날까?”, “어디에 살아야 하며 내가 파괴할 수 있는 자연은 어느 정도일

까?”, “인간을 포함해 주변 유기체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 “나의 삶, 타인의 삶, 공동체가 함

께 발전하면서 삶의 질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는 여러 질문

이 포함된다.

생명윤리 논증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유전자, 인간 유전자를 지속해서 형성하는 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2) 현재 인류는 인간 유전자뿐 아니라 모든 유기체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며 지구 전체 생태계를 개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공학에 집중하게 되었

지만 핵심 질문은 더욱 근본적인데 있다. 인류는 체외에서 배아를 임신하고 다른 인간 및 생명체의 

유전자를 혼합하며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을 상실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기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민거리였던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에 자

극제가 되고 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논증 방식은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의 균형을 맞

1)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1.
2) Macer, Shaping Genes: Ethics, Law and Science of Using New Genetic Technology in Medicine and Agriculture,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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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사랑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가 질

문의 핵심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의 개념에 따라 여러 이상을 분류할 수 있다. 근본적인 사회 철학 

중 하나는 진보주의이다. 흔히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개선된 의약품과 건강이 진보주의를 정당화하

는 근거가 된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과오가 된다. 이것은 선의의 기

본 원칙이며 건강, 농업,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방법 연구에 있어 강력한 추진제이다. Joseph 

Fletcher(1966)는 상황 윤리학(Situation Ethics)에서 “사랑은 무엇보다 인간의 욕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자유이다.”라고 말했다.

Fritz Jahr3) 는 사람들이 “생명윤리”에 관해 찾아보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

한 모든 대륙에서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이 지켜왔던 인간과 동식물의 윤리적 관계를 검토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누군가 정글을 걸었고 산호초 사이에서 수영을 했다면 “유럽 문화에서 18세기 말까

지 유지되었던 동물과 인간의 엄격한 구분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주장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누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려 했는데 의문을 갖게 된다.

앞서 언급한 사상가는 자연을 통해 드러난 신의 계시뿐 아니라 생물학적 진화에 영향을 받아 생

물 또는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사회와 종교는 항상 사랑을 표현해 왔다. 생명윤리에 

대한 다양한 기본 이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행동, 결과 또는 동기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가장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 개념을 연구하는 의무론과 효과 및 결과에 근거하는 

목적론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인생의 길을 걷는 장면을 떠올렸을 때 의무론자는 계획된 방향을 

따르지만, 목적론자는 목적지를 바라보게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도덕적 결정

을 내리지만 서로 다른 태도를 요구할 정도로 다양하지는 않다.4) 

좋은 삶의 추구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일까? 좋은 삶은 모두가 희망하는 목표이다. 좋은 삶은 전체적인 관점

에서 이해해야 하며 단순히 만족하는 삶 이상으로 욕망과 공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국제적인 차

원에서 이러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되었다. 모든 정부가 자국민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부분적인 지혜는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답

3) Jahr, “Bio-Ethik. Eine Umschau ueber die ethichen Beziehungen des Menschen zu Tier und Pflanze.”, 2-4.
4) Macer, Bioethics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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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제공한다.

역사를 통해 부분적인 지혜가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Erich Fromm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 전 세계,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사랑한

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 세상, 자기 자신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야 한다”고 말했다.5) 

Erich Fromm의 교훈은 BC 6세기 사상가 묵자를 떠올리게 한다. 묵자는 유교의 가족 중심 사랑

에 대해 “보편적인 사랑과 상호 이익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략) 타인의 조국을 내 나라처

럼, 타인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타인의 친구를 내 친구처럼 여겨야 한다. 결과적으로 봉건 영주가 

서로 사랑하면 전쟁이 없고 일족의 우두머리가 서로 사랑하면 빼앗을 일이 없다. 개인도 타인을 사

랑하면 상처 주지 않게 된다. 왕과 재상이 서로 사랑하면 친절하고 충성스러워진다. 아버지와 아들

이 서로 사랑하면 다정하고 자식 된 도리를 하게 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평화롭고 조화로워진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강함이 약함을 지배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다. 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욕하지 않고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무시하지 않으며 지식이 많은 

자가 적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보편적 사랑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재앙, 강탈, 증오, 미움이 발생

하지 않게 된다”고 언급하였다.6) 

식민 시대 이전의 신과 가치

어떤 신을 섬기든지 세상의 창조주로 가정하면, 그 신은 식민 시대 이전의 존재이다. 신이 피조

물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언제였을까? 대다수는 모르몬교에서 신이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에

게 한 쌍의 서책을 준 19세기 이전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시내산에서 신이 모세에게 십계명이 든 

서책을 주기 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그 이전과 이후에도 많은 성인이 존재했다. 

(중략) 하지만 주요 종교에서는 여러 성인과 전세계 신자들을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의 이해

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어쩌면 무지(無知) 일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달

라도 종교적 믿음은 모든 민족에서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다.

5년 전부터 미국 인디언 자치구에 국제 대학을 하나 설립하고 있는데 마음과 영혼에 적극적인 

5) Fromm, The Art of Loving, 63.
6)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27.



50

무언가를 만들자는 가치를 세웠다. 운이 좋게도 평생 매일 신앙, 믿음, 다른 사람의 지혜에 대해 

배우고 있다. 쓰쿠바시 대학에서 1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할 때 신도(Shinto) 신자인 일본인 친구와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파치 부족장과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기

쁜 마음으로 식전 기도를 드리고 싶다. 

고향인 뉴질랜드에서 새 천년의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해 집 지붕에 올라갔던 나에게, 동쪽

을 바라보는 신앙은 낯설지가 않다. ASUN(American University of Sovereign Nations)에 오는 많은 

무슬림을 맞이하면서 공교롭게 메카(Mecca)도 동쪽에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중략) 서로 다른 성

인의 지혜를 통해 내려온 신앙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성한 산과 대지에서 함께 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멋진 일이었다. 7) 

현재 약 90%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종교를 믿으며 풍부한 가치와 문화의 

융합을 경험하고 있는 행운아도 있다. 지금까지 세계 50개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원주민에 

대해 배우고 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원칙인 생명윤리학에 대한 최초의 열정은 식민 지식의 요람

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보낸 5년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삶에 대한 사랑 

및 타인과 타인의 삶, 자연과 관계를 맺는 사람의 방식을 포용하는 생명윤리학이라 부르고 싶다.  

이 분야에 종사하기 전에 유네스코 아태지역의 인문사회 과학 지역 어드바이서로 10년간 근무하

면서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수백 명으로 구성된 작은 국가도 일부 있었고 

중국과 인도같이 거대한 연합 국가 같은 곳도 있었다. 여러 국가에서 식민 시대 이후에 세계 번영

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정체성과 과거 유산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인문 가치를 탐구하는 데 걸림돌 중 하나는 근본주의와 독단주의이다. 즉 다양함이 존재하는 세

상에서 신을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무지함이다. 자신이 믿는 가치와 신앙에 

열정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한 복음은 다른 전통 지혜를 이해하고 

식민 시대 이후 세계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인 생각과 인간 존엄성

문화, 정체성 및 윤리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거의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

7) 여기서 “멋진(nice)”이라는 용어는 보다 복잡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점에서 “멋
진” 또는 “아름다운”이란 단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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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구조는 개인의 존재론, 유전자, 환경, 관계의 산물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전 세계 모든 문화, 

종교, 고대 문헌에서 윤리의 근본적인 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Macer, 1994). 사회 속의 인간과 신, 

자연의 관계는 기록 역사 이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명윤리학의 기원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각 국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논의할 공간을 개발하면서 사회과학을 문화 간, 문화 내의 다양한 사

회적 관계와 패턴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향상된 이해력을 파악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기술

력을 사용해 공간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인간 본성과 삶 그 자체에 대해 늘어나는 지

식은 과제가 될 수 있다. 생명윤리는 사랑의 개념으로 도덕적 선택과 결정으로 발생하는 이점 및 

위험의 균형을 조절한다. 이 유산은 모든 문화와 종교, 고대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사고하는 존재에 앞서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다른 존재의 생각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와 

그 반대인 타인이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생존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경쟁 이익과 이타적 

협동 정신이 포함된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히 복잡하고 인류와 문화의 다양성은 광대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인간이 가진 생각의 수는 유한하다는 가설을 세워보았다.8)  2002년에는 인간의 

마음을 도식화하는 행동 분석 프로젝트(인간 정신 도식화 프로젝트)를 요청하였다.9)10),  인간의 마

음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수많은 개인과 문화간 이해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부딪

혔다.

국제법에서는 사랑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인간 존엄성 개념은 종종 인용한

다. 논란이 있지만, 사랑보다 인간 존엄성을 정의하기가 더 어렵다.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제 11조에서는 “인간의 생식 복제와 같이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11) 생식 복제가 왜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복제

가 유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과연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것일까? 특히 

기증된 정자와 난자의 사용, 혹은 대리모의 경우 상업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에서 허

용하고 있다. 1997년 2월 복제 양 돌리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고 생식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요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여전히 세계 여러 자료에서 존엄성과 유사한 표

현을 찾을 수 있다.12)  

 8) Macer, Bioethics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168
 9)� Macer, "The next challenge is to map the human mind", 12. 
10) Macer, "Finite or Infinite Mind?: A Proposal for an Integrative Mental Mapping Project", 203.
1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3
12)� Macer, Asian-Arab Philosophical Dialogues on Culture of Peace and Human Dignity, 1-177. 



52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은 신성함이다. 이 용어는 의학 윤리에서 지배적

으로 사용된다. 삶은 신성함이란 표현은 삶을 위협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곤 

한다. 낙태 반대자도 이 용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태아 또한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

도 철학에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개념인 아힘사(ahimsa)를 하나의 원칙으로 가진다. 오늘날 인

도 의학 윤리는 힌두교와 서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토속 전통과 기타 종교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전체론적 환경 윤리를 갖고 서로 다른 종교 신자가 함께 사는 전통

이 있다.13) 인내심은 선으로, 쾌락은 죄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자이나교에서 진정한 자유는 외부 것

들에 대한 독립을 의미한다. 물질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하는 방식에 따라 약의 도움 없이 운명

을 받아 들일 수 있다. 이런 철학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도교 사상을 떠올리게 한다.14)  하지만 

인도 의학에도 치료 및 미용 요법을 사용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인도에도 여느 문화와 마찬가지로 

병을 치료하고 몸과 마음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존재한다.

존엄성 개념의 일부는 자기 결정과 관련이 있다. 자율성은 생명윤리 딜레마와 연결된 다양한 삶

의 선택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환경에는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된

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스포츠를 즐기거나 편안한 삶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큰 차나 집을 

자유롭게 구매한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의 경우 고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개인적 또는 문

화가 자유가 있는데 내재한 도덕적 상태 때문에 고래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서양에

서 고래수염은 여성의 코르셋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도 화장품을 만

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진화도 보고되고 있다. 2014년 국제 사법 재판소는 남태

평양 국제 해역에서 포경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지역의 환경론자와 포경선과의 과열되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직접적인 법적 논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윤리 정치적 논

거는 인간종을 넘어서 도덕적 책임감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을 포함해, 

유인원을 이용한 실험에 반대하는 법률 요청인 유인원 프로젝트(Great Ape project)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15)  

환경을 위해 행동 자율성을 제한하는 선례도 있다. 열대 나무로 만든 제품을 선호하는 개인의 선

택은 열대 우림 벌목 금지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했다. 조각품이나 개인 도장에 상아를 선호하는 개

인의 선택도 코끼리 멸종 위기로 인해 제한되었다. 인간의 개인적 선택이 다른 존재에 해를 끼칠 

13)� Azariah, “Global bioethics and common hope.”, 66. 
14)� Hsin and Macer, “Contrasting Expectations of Biotechnology for Medical Care in Taiwan between Seniors and 

Medical Students”, 195-216.
15) Singer and Cavalieri,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11



| 인문가치 학술 2 |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53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 윤리학에서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가치 체계

식민화는 이전에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 불분명했던 생명윤리 가치 체계를 잘 보여주는 주요 

원천이었다. 식민화와 함께 기독교 선교사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기독교는 쉽게 현지화되어 받아

들여졌다. 일부 신성한 지식은 족장이나 선택된 전수자에게만 전달되었지만, 인류학자들은 상당수 

전통을 설명할 수 있었다. 고향인 오세아니아의 경우 학업을 위해 섬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전통을 문서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여러 공동체에서 기록된 가치를 보다 명확한 형

태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윤리는 용어이자 개념이다. 태평양 지역의 생명윤리는 모든 삶을 묶어내는 사랑이라는 추상

적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명윤리학적 원칙이라는 영어 단어를 태평양 지역 언어로 번

역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와 가치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유럽이 태평양 지역을 식민화하

기 전에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했지만 현대 태평양 지역은 토착 문화와 신학적 접근법이 혼합된 기

독교가 지배적이다.  정확한 “생명윤리”라는 용어는 1927년16) 독일 논문에서 언급되었지만, 포터

(Potter)가 영어로17) 확장한 개념은 수천 년 전의 인류 유산에서 유래했다. 보편적 윤리 원칙과 결

부되었을 때는 생명윤리라는 용어의 도입이 거부되기도 했었다.

포괄하는 힘을 가진 사랑의 개념은 토착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잘 어울린다. 하지만 여기

서는 대지와 바다에 사는 동물의 사랑, 자연의 사랑을 모두 포함하며 인간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

다. 마오리(Maori)에서 알로하(aroha)라는 단어는 사랑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사

용되며 자연과 동물의 단일성도 포함한다. 생명윤리는 인간이 맺는 동물, 자연(바다와 대지), 정령

과의 관계 탐구에 기원을 두고 있다.18)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고귀한 윤리적 개념으로 배우고 있다. 통가(Tonga)의 아이들은 어

릴 때부터 모든 형태의 사랑을 의미하는 ofa와 가족으로서 돌보는 사랑인 fe’ofo’ofani를 배우고 행

동에 반영한다. 이들 개념은 태평양 섬 주민이 환자를 돌보는 방식에서 표현된다. 가족 구성원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병원에 가고 친척의 경우 밤낮으로 병원에 머무르며 환자를 돌본다.19) 

16) Jahr, “Bio-Ethik. Eine Umschau ueber die ethichen Beziehungen des Menschen zu Tier und Pflanze.”, 2-4. 
17)� Potter, Bioethics: Bridge to the Future, 1-16.
18)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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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법률, 역사 교육, 사회 시스템에서 과거 세대의 행동과 자연 풍경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이

야기를 찾을 수 있다. 사회 및 생물학적 공동체 속에 있는 인간과 신, 자연의 관계는 기록 역사 이

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명윤리학의 기원을 찾기는 불가능하다.20) 사회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를 추구함에 따라 사랑은 유전자에 의해 인류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유산이자 사회적 유산으로 인

정받고 있다.

기록 개념이 존재한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의도적인 오역도 이뤄졌다. 멕시코의 스페인 선교사

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번의 삶, 한번의 죽음, 한번의 심판을 믿게 하려고 아즈텍과 마

야의 기록에서 환생 개념을 삭제하려고 했다. 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믿음은 구두로 전달되었기 때

문에 상당수 사람은 1970년대 현대 생명윤리가 확대되기 전에는 생명윤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오

판하기도 하였다.21) 모든 토착 지식 체계와 절차의 중심에는 윤리가 있다. “일상적인 사건은 수년

에 걸쳐 만들어진 윤리적 가치, 관습, 행동 규범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 토착 윤리 체계는 점차 

세계화되는 사회 속에서 태평양 지역 국가의 생존뿐 아니라 지위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자연, 사회, 

정서적 현상에 대한 기술적 통찰력과 지혜 기반의 관찰을 통합한다.”22) 

윤리적 가치와 원칙은 인식론적 체계의 맥락에서 발전했으며, 어떻게 지식을 얻고 정리해서 사용

하는지, 누가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이다.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 건강 연구 위원

회(Pacific Health Research Council)는 의료 연구를 위한 윤리 원칙 개발에 대해 “모든 태평양 지

역 사회는 일반 상식과 원칙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구성한 지식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 지

식 수집 및 지식 검증, 정보 합법화는 생활의 질과 주민의 행복을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지식의 

전통적 계층 구조 내에서 선택된 집단이 결정하고 규정하는(독점적인 것은 아니다) 프로세스이다

.”23) 

투푸가 에피(Tui Atua Tupua Tamasese Ta’isi Efi) 사모아(Samoa) 총리는 사모아의 타푸(tapu, 

신성한 것)와 토파 사일리(tofa sa’ili, 지혜를 갈구) 개념이 연구 적용에 대한 윤리적 관행을 규정하

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4) 총리는 종교, 정신, 신성함, 과학에 기초한 생각과 관행 사이에서 타

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리는 사람, 우주, 지구의 동적인 현상 및 비동적인 현상 사이

19)� Mafi, “Polynesians often put family and community before their own health.”, 13-5.
20)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124
21)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15
22)� Fairbairn-Dunlop,  “Pacific Ethics and Universal Norms.”, 9-13.
23) Health Research Council, Guidelines on Pacific Health Research, 10
24) Health Research Council, Guidelines on Pacific Health Researc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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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만물의 신성한 기원과 관련성을 모두 포함하는 사모아의 타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해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생명윤리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행동과 지식에 대한 

탐구는 만물과의 연결성, 지구의 보호자로서 인간이 갖는 책임감, 만물의 신성한 본질에 대한 관심, 

신을 안다고 추정하지 않고 이해력을 높이려는 욕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관행이 윤리적인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법은 다양하다.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동의할 수 있는 보

편적인 가치관이 실제로 존재할까?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서 이러한 가치를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

는 보편적인 언어가 있을까? 서양의 아브라함 시대와 후기 계몽주의 세계관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인도의 경우 그와 반대로 보편적 가치

는 존재하지만, 인간은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가치 지식에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

다. 전자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합법성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지만 후자는 주관성을 개인, 집단, 

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한다.25) 인도의 세계관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다양한 

선택과 자신을 개선하려는 시도에 대한 믿음을 용인한다. 인도식 문화 체계에서는 인간 이성의 합

의를 통한 도달했거나 신성한 계시를 통해 정당화된 가치의 보편적 집합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

다. 동아시아 지역, 한국, 중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동부권 문명에는 다원적 접근법이 존재한다. 인

간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유지되며 보편주의는 일부 공동체와 개인의 가치 체계

를 박탈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동양 전통에서는 보편주의가 나름의 가치와 신념 체계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긴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선택

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유교는 아브라함 및 인도 전통과 구별되는 두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신이

나 기타 형이상학 이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영적’ 진리를 자유롭게 믿

을 수 있으며 향상이라는 공통된 믿음이 있다. 유교는 개인과 정부, 개인과 사회, 개인과 가족, 개

인과 친구 사이의 관계에 기반한 윤리의 집합체이다. 유교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연민, 정직, 정의, 

직업 같은 개념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가치와 방향성

은 중국 사회의 본질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형이상학 이론과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유교는 형이상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종교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간 및 인간-자연 사이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유교는 조화의 신성한 기원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성과 영적 인식에서 파생된 가치관을 보여준다. 조화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유교 

신자의 윤리에 영향을 준다. 향상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화를 이루

25)� Rai et al. Universalism and Ethical Values for the Environme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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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커지는 사회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아

들여진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에 정의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도덕성은 “최종 선” 또는 “최고 선”의 추구라고 언급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26)  

 최종 선은 행복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목적론의 이론 중 하나인 공리주의로 이어진다. 공

리주의는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제러미 벤저민(1748~1832)과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벤저민과 밀은 BC 6세기 중국 묵자의 가르침을 재발견한 것

으로 보인다. 더 큰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처럼 개인보다 우선하는 공동체의 이익은 아시아 국가 

전역에 널리 퍼져있는 윤리이다. 공동체의 다수가 관행을 윤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윤리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효용의 원리는 고통을 능가하는 행복/기쁨 또는 해로움을 능가하는 이로움, 부정 가치

를 능가하는 긍정 가치의 최대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화는 아시아 생명윤리에서 중

요한 원칙이다.

우리의 관점

세계관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27)  만들어지면 지역의 종교나 문화, 거기에 포함된 주민 또는 

문명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첫 번째 원칙과는 다른 윤리 가치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저장소가 보

다 완벽하게 개발되면 모든 것이 유사하거나 일부에만 유사점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관점에

는 유사점이 없거나 소수의 유사점이 전 세계를 위한 단일 윤리 체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마음의 도식화, 향후 자연과의 관계, 문화 정체성에 대해 암시적으로 제시

하였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독특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문화는 

모든 문화에 포함된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성은 낙태나 안

락사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성을 인지한 종교는 선택 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종교적 지위를 주장하는 

종교보다 저항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생각의 도식화가 얼마나 보편적인가라는 질문은 국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복제를 이용하는 새로운 생명 공학이나 보조생식기술을 규제하는 공통 지침을 가져야 하는가 같은 

26) Macer, Bioethics is Love of Life, 52
27)� http://www.eubios.info/repository_of_ethical_world_views_of_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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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직면했을 때가 포함된다. 과학의 유한성 또는 무한성과 관계없이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이 될 것이다.

마음 지도를 비교하면 사람과 종 사이에 존재하는 생각의 다양성을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술적인 생명윤리를 비교 윤리를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문화

에 속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사람을 위해, 사람에 

의한 생명윤리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생명 공학을 발전시키고 임상 실험에 인

간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준이 보편적인지 혹은 지엽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

기되고 있다. 지침 개발은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섬세해야 한

다. 인간 생각 지도가 있다면 보다 다양한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지도를 잘 사

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수 의견에 다수 의견을 강요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 도식화 프로젝트가 21세기 국제 생명윤리,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보다 구체적이고 학제적인 

기초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삶과 생각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공통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

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우리 자신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답변보다는 질문이 언

제나 더 많은 것이다. 수집, 저장, 활용 측면에서 정보 윤리 문제임이 분명하다. 군사적 용도는 이

미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개인, 문화, 일반적 사용이 가능할 때 마음 지도의 다양한 심리적 결과

도 고려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구화 시대에 따라 청소년과 노인의 마음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논의해야 할 질문이 많지만, 프로세스를 개발해 나감에 따라, 

저장소의 더 많은 정보가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적,� 지역적 대화 및 토론을 통한 윤리 교육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일까? 좋은 삶의 추구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목표이다. 윤리적 측면에

서 네 가지 필수적인 사랑이 있는데 자기 자신, 타인, 삶, 선함에 대한 사랑이 해당된다. 사랑은 보

편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 행동의 목표이자 윤리 규범적 원칙의 근간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

해서는 (인류를 포함한) 만물의 좋은 삶을 증진시키는 세계적인 책임감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체성과 윤리는 살면서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토대로 

발전한다. 공동체에서 균형 잡힌 의견을 가지려면 여러 직종에서 다양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의견

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식 윤리 교육을 통해 교실도 도덕적 탐구와 가치 규명의 장소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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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타인의 도덕적 선택을 존중하는 공통된 사회 목표는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여러 주제에 대한 다

양한 견해를 보여주기 위해 관심이 높아진 미디어와 손을 잡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구 한쪽 편

의 지혜가 반대편의 지혜와 유사해서 더 큰 “우리”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교훈은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지혜에서 파생된 사례를 제공하는 다문화적, 학제적 커리

큘럼 개발에 도움을 준다.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유럽 사상과 최근 세계 공통 언어로 부상한 북미 영어의 수출과는 별개로 

다양한 종교 사이의 담론을 촉진해야 한다. 다양한 지역과 지역의 지혜를 다루는 커리큘럼에서 무

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사람과 공동체 사이의 개별적이지만 연

결된 역사의 관계를 인정한 후에 합의할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굳어진 가부

장제를 가진 국가에서도 합의 도출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사회에서 과학 및 기술 윤리에 대한 공

개 토론은 미디어의 도움을 받고 있다. 

생태 중심적 가치관

본 논문을 읽는 모든 사람은 호모사피엔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100종 이상으로 형성된 복합

체이다. 우리는 인간 세포보다 비인간 세포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가치관에 생태 중심적 토대의 필

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숲의 평온함을 즐긴다고 해도 일부는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에게는 사랑으로 모두를 통합하고 모든 삶을 수용하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학문은 인간의 마음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일부 학문은 데카르트 격언인 “나는 생각한다. 고

로 존재한다.”처럼 인간의 마음을 신의 형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성숙한 사회는 모든 선택의 이점과 

위험을 논의하고 공개 토론을 한다. 개인의 도덕 교육도 마찬가지다. 신기술에 관한 사회적 의사 

결정에 대중의 참여는 필수이다. 공동체의 참여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적 질문

이다. 대중이 받아들여야 하는 신기술의 경우 선택과 영향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상이 되면 학문은 사랑을 보여주는 능력이고 그 속에는 동서부 및 남북부의 문화, 강자와 

약자, 기술 선호자와 기술 비선호자 사이의 대화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랑에 대한 공통된 이해

가 있다. 인간은 모든 종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자연의 일부이다. 모든 종을 더 사랑하도록 향상시

켜 삶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많은 불필요한 선택이 사회가 추구하는 경제적 선택을 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진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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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문화의 교훈은 대다수가 발전적이고 규범이 무너지고 짓밟혔을 때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는 것이다. 생존 능력은 희망을 준다. 희망은 우리 모두와 사회가 도덕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겸손

함에 내재하고 있다.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큰 지혜를 추구하

는 가치는 이 포럼에서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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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ill� occur�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AI)� begins� to� possess� self-consciousness?� Far� from� threatening�
the� value� of� human� beings,� AI� may� annihilate� human� beings.� This� possibility� is� proclaimed� to� be� the�
‘Singularity� Issue’.� This� issue�will� not� be� discussed� further� in� this� report.
At� least� two� approaches� are� required� to� answer� the� question� in� the� title.� They� are� the� ‘Human� Dignity’�
approach� and� the� ‘cerebrum’� approach.
The� ‘Human� Dignity’� approach� is� as� follows.� Human� beings� give� the� highest� value� to� themselves,� although�
it� is� self-approved.� The� phrase� ‘Human� Dignity’� briefly� expresses� human� value� as� a� concept.� It� is� noticeable�
in� this� phrase� that� human� beings� acknowledge� the� highest� value� to� themselves.�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tself� is� dubious.� Essentially,� all� values� are� rel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animals� and� plants,� ‘Human� Dignity’� is� merely� human� egoism.� Since� humans� can� exercise�
authority� over� other� animals� and� plants,� human� beings� claim� that� they� possess� ‘Human� Dignity’.� To� state�
that� only� human� beings� have� dignity� is� indeed� a� self-righteous� human� perspective.�
As� a� specific� and� logical� consequence� of� ‘Human� Dignity’,� ethical,� legal,� and� social� treatments� differ�
depending� on�whether� a� certain� living� organism� is� a� human� or� not.� Therefore,
when� high-performance� humanoid� robots� equipped� with� AI,� possessing� self-consciousness,� begin� to� inhabit�
towns,� will� it� be� possible� for� human� beings� to� not� offer� them� dignity� and� rights?� Then� what� will� be� the�
value� of� human� beings?
The� ‘cerebrum’� approach� is� as� follows.�What� comprises� human� value� specifically?� We� need� to� comprehend�
it� precisely.� If� it� is� assumed� that� human� value� comprises� the� cerebrum� function� such� as� intelligence� and�
emotion,� that� is,� if� human� value� is� reduced� to� the� function� of� the� cerebrum,� human� beings� will� be�
threatened� by� AI� because� eventually� they� will� possess� intelligence� and� emotion� that� are� equal� to� or� greater�
than� human� intelligence� and� emotion,� even� if� they� are� pseudo-intelligence� or� pseudo-emotion.
Do� human� beings� possess� something� of� special� value� that� cannot� be� expressed� by� the� sum� of� various�
values�   including� intelligence� and� emotion?� We� would� want� to� answer� YES� to� this� question.� Certainly,� it�
may� be� incorrect� to� break� down� human� value�   to� the� individual� values�   such� as� intelligence� and� emotion.�
However,�we� are� unfortunately� unable� to� prepare�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is� question�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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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개요

인공지능에 자의식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인간의 가치를 단순히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 자체를 말살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칭한다.�본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추가로 논하지는 않겠다.� 상기한 질문에 대한 해
답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고 또 하
나는 인간의 대뇌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이용한 방식을 살펴보자.� 인간은 지고의 가치를 자신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기준으로 스
스로 정한 가치이다.� 인간 존엄성이란 표현은 인간 가치를 한 가지 개념으로 간단하게 보여준다.� 이 표현으로 인간 스스로 
지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애매하다.� 근본적으로 모든 가치는 상
대적이다.�동식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그저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일 뿐이다.� 동식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간은 자신들만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인간만이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자신만이 옳
다고 믿는 인간만의 관점일 뿐이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특수하고 논리적인 귀결로서 어떤 생명체가 인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윤리적,�법적,� 사회적 대응이 달라진
다.�따라서 인간을 닮은 고성능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인간처럼 자의식을 지니며 인간 거주지에 살게 되면,�인간은 이
런 로봇에게도 존엄성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대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보자.� 정확하게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점을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한다.�인간의 가치가 지능과 감정처럼 대뇌의 작용이라면,�다시 말해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겨우 대뇌 활동에 불과하다
면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진짜 지능이나 감정은 아니지만,� 결국 인간과 똑같거나 인간보다 더 우수한 
지능과 감정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
지능과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로도 표현 못 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인간에게 있을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지능과 감정과 같은 개별적인 가치로 쪼개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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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Confucian� tradition,� a� natural� family� is� the� first� moral� community� that� everyone� born� into.� So� everyone� starts� his/her� life�
with� parents� and� elders.� � We� enjoy� some� very� important� caring,� usually� with� love� and� inter-active� empathy,� long� before� we� realize.� �
This� is� the� first� natural� moral� community� we� live� and� grow.� � In� such� a� moral� community,� we� get� not� only� our� personal� identity� but�
also� our� self-identity.� We� are� in� fact� united� with� our� parents� and� siblings� as� one� body.� � That� is� why� we� have� a� natural� and� strong�
connection� with� family� members.� � Here� we� have� the� first� and� deepest� and� most� permanent� inter-personal� intimate� relation.� � Home� is�
the� place� that� we� could� always� live� with� without� fear� and� a� place� for� subterfuge.� � Such� inter-personal� relation� and� personal� identity�
and� self-identity� have� important� bearing� upon� our� life� as� a� person� and� as� a�member� of� our� family,� and� the� connection� is� extended� to�
include� extended� families,� ethnic� groups,� society,� and� the� nation� and� ultimately� to� the� universe� as� a� family� for� all.� It� sees� all� as� in� one�
family� indeed.� � As� our� most� intimate� unity� within� our� own� family,� we� share� not� only� joy� and� woe,� success� and� failure,� we� have�
responsibility� with� first� priority� to� each� other.� � This� is� no� overburden� duties,� but� a� token� for� the� unity� and� safety� within� our� life.� �
Chinese� society� in� fact� takes� family� members� as� a� whole,� for� instance,� in� medical� decision,� physicians� listen� and� response� not� only� to�
the� patient� alone� but� also� to� the� family� as� well.� Justice� is� maintained� under� the� principle� of� ren.� Trust� and� altruism� are� nurtured� first�
at� home.� � Of� course,� there� may� be� conflicts� family� members� and� the� young� and� vulnerable,� usually� the� female� members,� may� suffer�
some� dominations� from� the� household� heads.� � In� case� of� internal� and� unresolved� conflicts,� we� may� take� the� family� as� temporarily�
dissolved� and� let� everyone� as� a� one-man-family� and� make� his� /her� own� decision,� however,� he/she� has� to� take� the� responsibility� to�
retain� a�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 with� others.� � Society� or� government� have� the� responsibility� to� watch� over� any� improper� or�
illegal� actions� happening� within� a� family.� � Laws� and� jurisprudence� need� be� enforced.� � Our� present� problem� is� how� to� make� good�
such� an� intric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 as� to� enrich� everyone’s� life.� � The� principle� of� harmony� with� difference(和而不同)� should�
be� the� bottom� line� that� we� live� together� peacefully� under� one� roof� or� one� society.� � Taking� everyone� as� a� member� of� one’s� family�
would� greatly� improve� our� trust� with� each� other,� and� shall� make� good� each� person’s� contribution� to� other’s� as� well� as� one’s� own�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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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정보

발표제목 가족 및 공동체의 삶:�유교적 시각 

키 워 드 유교,�윤리적 관계,�친밀감,�전체주의,�도덕적 공동체

유교적 전통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족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최초의 도덕 공동체이다.� 때문에 누구든지 부모님과 누나,� 형들 사이에서 그
의 인생을 시작한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랑과 상호작용적 공감이 더해진 아주 소중한 보살핌을 받는다.� 이렇듯 가족은 우리가 
살고,� 성장하는 최초의 자연 도덕 공동체이다.� 그러한 도덕적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
(self-identity)을 갖게 된다.�실제로 우리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모두와 하나가 된다.�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자연스럽고 강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가장 깊고,� 가장 영구적인 개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 집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자 속임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한 개인간의 관계,�개인의 정체성과 자기 정체성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친척,�민족,�사회,�국
가 정체성,�궁극적으로는 우주로까지 확장된다.�실제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큰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내에서 가장 친밀한 
단결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눌 뿐 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것은 지루하거나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하나라는 의식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표시인 셈이다.�
실제,�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받아 들이는데,� 예를 들어,� 의학적 결정에서 의사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에 답한다.�
물론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어리거나 신체 혹은 정신이 약하거나,� 특히 여성들의 경우 가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배를 받는 경우
도 있다.�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이 있는 경우 우리는 가족을 일시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받아들이고,�한 사람,�한 사람을 1인 가족의 상태로 만들고,�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조화로운 가족 관계를 유지할 책임은 있다.� 사회 또는 정부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감시해
야 한다.�이를 위한 적절한 법이 시행되고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는 그러한 복잡한 개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형성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들까이다.�다름 가운데 조화 (和 而 不同)를 
이룬다는 원칙은 우리가 한 지붕 또는 한 사회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모든 사람을 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키고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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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nd community Life:

A Confucian Perspective

LEE Shui Chuen(National Central University)

In a modern world, we have, in general, better and better material provisions for our living and 
have an ever-expanding circle of liberty in social and political life.  But we are also becoming less 
intimate with others and more isolated and usually living with a strong feeling of loneliness. 
(Giddens, 1992)  We seem to lose the kind of intimacy between ourselves and between each other.  
This is the alienation part of modern life.  We often heard of news that people just took up a gun 
and went around shooting innocent and unknown persons in streets, or even classmates in one’s 
school or community.  This reflects one special aspect of modern lif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kind of killing innocent persons in the street is something happening most often in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In oriental societies, such kind of killing happened 
only sporadically and practically quite unlikely to happen yet. One of the reasons is that in 
oriental, especially Confucian societies, inter-personal connections remains strong and familial 
relation close and intimate. Failure in works and alienation from outside world could be made good 
when one comes home. Security and care of family members are important cures for personal 
failure or loneliness.

One of th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f a happy life i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ersons, 
especially between family members. This is usually what embraced and nurtur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d family.  Modernization brings forth the collapse of traditional family life and changes it 
into a socially individualistic way of living.  Modern life gives one better material returns and 
often success and satisfaction of work.  Everyone becomes more independent and has liberty in 
making one’s living.  It is also individualistic in that everyone is less related to each other, and 
even to family members. (Lee, 2008a)  The cost is one’s loneliness and easy prey to outside 
power, politically or economically, and may collapse in minutes.  The kind of loneliness and under 
surface fear of insecurity and helplessness make one’s relation to the world quite unrelated and 
emotionally distanced.

The modern way of life and the subsequent construc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syste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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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upon an idea of individualism developed since the age of enlightenment in the west. (Lee, 
2007) It has the great merit of liberating the power and autonomy of the individual and building 
up an open society with its open political system where the individual enjoy wider freedom of 
lives.  However, it also makes the individual becoming a kind of atomic individual with no definite 
connection with others and a crisis of social and self-alienation. (Lee, 2007) It also changes the 
traditional more or less intimate community into a secular society with no common judgment of 
value and causes the loss of meaning of life and a consensus how to live together.

1.� The� foundation� of� human� associations:� the� Principle� of� Ren� with�

Inter-personal� Compassion� with� Empathy� as� its� core� expression

As the traditional western world is more or less built upon the Christian faith (Kirkpatrick, 
2001), the Chinese build upon the Confucian conception of life.  This comes from Confucius and 
developed in the long history of Confucianism in China.  The basic idea is a notion of 
inter-personal connectivity which Confucius called ren (仁).(Confucius, 1963; Lee, 2013)1) Ren 
names the inter-personal kind of sympathy when we feel the same kind of joy and pain with the 
other parties’ happiness or sufferings.  This is a natural primordial kind of inter-personal life 
communications.  It comprises feeling, responsibility and understanding. (Lee, 2013) We know what 
the situation of the other is fallen, and, not only that we feel what the other felt, but also 
empathetic compassion with the other together.  We have joys and pain together.  We actually 
share them, laughing or crying together, like mother and child.  We are not bystanders.  It 
embraces a kind of strong empathy with intimates. Though some psychologist may charge that 
empathy in certain extreme may lead the agent lost his or her rational or proper judgments and 
would be paralyzed by the great joy or pain involved(Bloom,2016), however, empathetic feeling 
could also come with great self-control and good judgments like we could have good judgments 
while in the joy or pain ourselves.  As a sharer, we have also the immediate responsibility to help 
solve the pain of the other.  Very often, because of some distance apart, we are more likely to be 

1) Ren is the most concept in Chinese philosophy and daily life.  I has a rich meaning which includes but not 
exhausted by such western terms as benevolence, humanity, love. Rationality, etc. it also has rich ramifications in 
all aspects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ve.  Hence it is inappropriate and misleading to translate it into any one 
of the above terms. I am here explaining it in its most primordial meaning of an empathetic compassion towards 
others, while it has been elaborated into a system of philosophy and ontology, which could not but only lightly 
touched upo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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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rationally and effectively to help solve the pain the other party suffers.  In a sense, the more 
intimate we are, the stronger the duty to help and thus stronger responsibility towards the other. 
The principle of ren lays the underlying moral duty and limits upon our action.  It requests our 
positive action through the call of duty. We may not feel explicitly any duty to act under the 
condition of joyfulness, but in case of suffering, it immediately calls our duty to help our partner, 
to release the pain or sufferings.  There is no worry of a predilection for our love against our duty 
towards others and treating others unfairly.  The principle of justice is contained within this call of 
duty as it points to and limits our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ase of the pain or sufferings 
of the other.  It offers the reasons why we are naturally take up prior and higher responsibility 
towards our intimate other, but would not allow us to help our beloved ones by harming others.  
Our call of duty is to offer help and at least not to harm.  The latter is the negative duty that the 
principle of ren lays upon us and it is the objective principle of justice.  Justice guards our fair 
treatment to others and limits our transgression upon less intimate ones.  In fact, the principle of 
ren could block our unfair treatment to others while by justice itself, it may not work out.  For 
justice is only formal and need be substantiated by our duty not to harm that comes basically from 
our empathetic feeling with all living things.

In the compassionate and rational understanding of our empathetic communion with others, we 
make moral judgment and usually rational judgment of what should be done in the situation.  For 
Confucianism, such kind of rational judgment is tantamount to the successful response to the call 
of ren.  Since this principle of ren naturally manifests from the very first beginning of life it is 
first shown in our affiliations with our parents and elders living together.  Hence, morality comes 
first and remains with empathetic compassions within the family.  It makes the family a moral 
community.  For the ruling principle is a moral principle which governs our actions within the 
community, first of all our own home.  By extension of this empathetic compassion outward, the 
principle of ren commands us to do good to the others within our circle of activities and thus 
makes every human community from friendship, society to nations and the whole world, basically a 
moral one.  Family is the first one and the model of all other kinds of communities.  

Now we may say a few words of the moral view of Confucianism. (Lee, 2013) For 
Confucianism, this first principle of ren comes from our heart/mind which manifests as our 
empathetic compassion towards others.  It is the primordial ground of morality.  It manifests into 
different principles in response to different aspects of our life.  It would be called by other names 
such as the principles of yi, li, chi when we are facing different moral problems such as how to 
act from duty, how to be propriety, how to make moral judgments, etc.  Since family is its first 
and natural place of manifestation, family rel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ibli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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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band-wife are regarded as some sacred and determinate human relation and are called ethical 
relation with a sense of permanence. (Lee, 2007)  It extends to friendship, and the ruler and ruled 
relation.  These five ethical relations are regarded as basic relation between persons with a strong 
moral meaning among persons and the society as a whole. These form the basic framework of 
inter-personal attitudes and treatments in Chinese society and the way of life of Chinese from 
ancient to nowadays.  Confucianism tends to bind people into a family-like ethical kind of 
community. (Lee, 2013)

2.� Family� Relation� and� its� extension� to� other� social� relationship

When we are born into a family, in our first years, as child psychology shows, we are living in 
a holistic world with our family and the environment as part of our own self.  Mother is the 
forever loving and caring face appearing whenever we need.  There is no awareness of separate 
independent existence.  The child learns that his or her mother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is 
in joy or pain directly just as the mother knows what her child feels with no need of being told.  
The communication is immediate and spontaneous.  It is only when some others behave not as 
what we wish that we start to have the idea of demarcation of I and thou, me and it.  Anyhow, 
unity precedes individuality. The breaking away is for better and wider freedom and creativity.  
What is and should not be lost is the underlying intimacy within the narrower or wider circles of 
communities. This could only be sustained by our heart/mind of its forever rich and living 
experience of empathetic compassion with the sufferings of others.

Family is the place we enjoy and learn trust and altruism.  Family life offers us not only 
biological necessities, but also trusts to the others. (Lee, 2008b)  Within a family, we are living 
like one body.  We share everything, living materials and spaces, love and beloved, joy and pain.  
We feel responsibilities to one and other rather than asking for rights.  I would like to call this 
kind of relation: internal relation, in contrast to our relation to remoter social fellows which I 
would call external relation.  The former comes with responsibility, and the latter with rights.  For 
Confucianism, the former is the foundation of human relationship and is basically a moral one 
building upon the principle of ren.  The latter is an extension of ren towards a less intimate kind 
of relation.  It is underlined with the principle of justice as it is the most proper way of treating 
each other.  Equality and equity are embraced. Because of its inclusiveness, others of different 
family, ethnic groups, and different nationalities are treated somewhat as brothers and sisters. Trust 
between each other is enforced and enhanced from home to society.  It reflects and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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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trust between members of different communities and an ideal of living together peacefully.
From early on, we are living with altruistic love and care of our parents and elders.  The care 

for every aspect of our life is offered truly unconditional and definitely without any selfish desires 
from our parents.  Though we may not know or understand it, the altruistic motivation and action 
are so ubiquitous and pervasive, neither the receiver nor the giver seem to have it explicitly in talk 
or in heart.  It goes like air and as natural as breathing.  Altruistic action goes without saying.  
We have deep trust of the unconditional help and love from family members even long after we 
have been separated and living miles away.  The altruism with family members could make one 
sacrifice even our life for it.  This is one of the pillar that keeps our community together and the 
feeling and believe of solidarity with our fellows. For Confucianism, it is regarded as a natural 
growth from the idea of ren.

Confucianism likes to extend the family-like relation throughout all kinds of human associations: 
from social to political and ultimately the whole universe.  Thus husband-wife relation is simulated 
as brothers and sisters, teacher-students as parent and child, friends as siblings, ruling officials as 
father of the people--meaning he has the duty to take good care of the people. Such assimilation of 
familial relation onto social communities or societal associations make them endowed with mutual 
care, trust and unity.  To its utmost success, it would make our life closely knitted like living 
within one big family.  Communities or society at large becomes a morally bound society with 
mutual support and care.

3.� How� to� weave� our� family� and� social� lives� into� a� unity� for� the�

wellbeing� of� all�

Within our most intimate unity of our family, where we share not only joy and woe, success 
and failure, caring and help, our responsibility to each other has first priority over outsiders.  Being 
living closely together for certain long period of time, we actually share many important and 
character-shaping experiences together.  These experiences build into our personal character and thus 
part of our personal identity.  Hence, for a close family life or intimate relationship, we actually 
share much of our personal identity.  For instance, we could always identify by facial similarity the 
child with the parent, and the loving couples with each other.  Furthermore, we share also a large 
amount of value identity with our family members.  We identify with the value decisions of our 
family, as well as our ethnic group, our nation, which are embedded in our culture and traditions.  
We defense our family etc. as a defense of our own self.  This is not an accident.  It is buil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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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urtured in our way of living in the community.  It is almost universal and often the case 
with every culture and everybody.  

Taking up our responsibility towards our intimate others is no overburden duties or heteronomous, 
but a token of the unity and safety within our life.  Moral duty tends to unite person, while rights 
and interests tend to separate one from the other in conflicts.  For, in taking up our moral 
responsibilities, we take the other as one with our own self.  While respecting the rights or 
interests of the other, we move further apart from the possessor. Chinese society in fact takes 
family members as a whol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Lee, 2008b) For instance, in medical 
decision, physicians listen and response not only to the patient alone but also to the family as well. 
(Lee, 2015) The insult to a person is an insult to the family or ethnic group as a whole, and vice 
versa. Of course, there may b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and the young and vulnerable, 
usually the female members, may suffer dominations from the household heads.  However, 
according to Confucianism, the first and basic duty or virtue of a household head is to love and 
protect his or her family and family members.  It is because of his or her benevolence that the 
members returns with filial piety and respect.  The binding is the communion feeling of 
togetherness.  Duty within a family is supposedly a two-way reciprocal relation. One sided 
domination is never justified. 

In case of internal and unresolved conflicts, we may take the family as temporarily dissolved and 
let everyone as a one-man-family and make his /her own decision, however, he/she has to take the 
responsibility to retain a harmonious familial relationship with others.  Society or government need 
to watch any improper or illegal actions happening within a family.  Since a family member is 
also a citizen, the public power has the responsibility to guard them against any improper criminal 
actions in or out of a family.  Laws and civil jurisprudence need be enforced, so that we are 
living peacefully together with difference or harmony with difference.  According to Confucianism, 
people living in one society or nation have to be united under the principle of ren with individual 
and social differences.  Each lives with his or her talents fully developed, am internal relationship 
with the intimate ones, and has a fruitful and splendid life with all citizens together.  This is the 
ideal state of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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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공동체의 삶 : 유교적 시각

리 슈이췐(대만국립중앙대학교)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자유

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타인과는 점점 멀어지고 개인은 고립되어 외로움

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Giddens, 1992) 우리 자신, 그리고 인간 간의 친밀감을 잃어가는 

것 같다. 현대 생활의 소외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종종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무고한 

사람, 심지어 급우나 동네 사람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을 뉴스에서 보곤 한다. 이는 현대 생활의 

특이한 양상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무차별 살인 사건이 진보한 선진국,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

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양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살인 사건은 

보기 드물거나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동양 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유교 사

회에서는 여전히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 간에도 긴밀하고 가깝게 지낸다. 직장에서 실

패를 맛보거나 사회에서 소외되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가족이 주는 안도감과 

보살핌은 실패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대단한 치료제이다.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인데, 그 중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보통 전통 사회 및 가족 내에서 잘 나타나며 중요

시한다. 현대화는 전통적인 가정생활을 붕괴시키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변화

시킨다. 현대 생활에서 물질적인 이익은 더 풍요롭고 일에 대한 만족도나 성공도는 높은 경우가 많

다. 사람들은 모두 예전보다 더욱 독립적으로 되었고,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모두 개인주의적이라 예전처럼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진다. 

(Lee, 2008a) 이로써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외로움,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외부 권력의 쉬운 먹잇

감이 되는 것, 그리고 언제든 쉽게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과 불안감, 무기력함에 대한 

표면적인 두려움 때문에 삶은 고립되고 정서적으로는 거리감마저 생긴다.

현대 생활 방식과 그로 인해 구축된 사회·정치적 시스템은 서양 계몽주의 시대 이후 발달한 개

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Lee, 2007)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이 자치권을 가지며, 개방된 

정치 시스템을 갖춘 열린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현대 생활의 장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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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개인은 인간관계는 확고하지 않은 극도의 개인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및 

자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Lee, 2007) 또 이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가 꽤 긴밀했던 전통 사회에

서 가치에 대한 통념이 없는 세속적인 사회로 변하게 되고, 삶의 의미 및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공감대마저 상실하게 된다. 

1.� 인간 결속의 기반:� 개인 간의 연민과 공감을 핵심으로 둔 "인"의 원리

전통적인 서구 세계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는 경향이 있듯 (Kirkpatrick, 2001), 중국인들은 

유교적 인생관을 근간으로 한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됐으며, 중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왔다. 기본 개념은 바로 사람 간의 관계이다. 공자는 이를 “인(ren (仁))”이라고 일컬었다. 

(Confucius, 1963; Lee, 2013)1) “인”은 인간이 서로에게 갖는 동정심을 말한다. 즉, 상대가 행복이

나 고통을 느낄 때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개인 간의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소통 방식이

다. 느낌, 책임감, 이해심으로 구성된다. (Lee, 2013)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있는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며 연민도 느낀다. 상대와 함께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감

정을 공유하며 함께 웃고 운다. 마치 엄마와 아기의 관계 비슷하다. 그저 방관하고만 있는 것이 아

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감정 이입하게 된다. 일부 심리학자는 극도로 감정 이입을 하

게 되면 이성적이고 적합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쁨이나 고통의 감정 때문에 무력해질 수도 있다

고 주장한다. (Bloom, 2016) 하지만 확고한 자기 제어와 훌륭한 판단력을 동반하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마치 기쁘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듯이 말이다. 이

렇듯, 감정을 공유하는 “공유자”로서 우리는 상대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직접적인 책임

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고통과 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성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를 돕고자 하는 의무감이 더 강하게 들

고, 따라서 상대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강해진다. “인”의 원리는 근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제시하고 

인간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 이러한 의무감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끔 한다. 기쁜 상황에서는 이

1)� Ren� is� the� most� concept� in� Chinese� philosophy� and� daily� life.� � I� has� a� rich� meaning� which� includes�

but� not� exhausted� by� such� western� terms� as� benevolence,� humanity,� love.� Rationality,� etc.� it� also� has�

rich� ramifications� in� all� aspects�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ve.� � Hence� it� is� inappropriate� and�

misleading� to� translate� it� into� any� one� of� the� above� terms.� I� am� here� explaining� it� in� its� most�

primordial� meaning� of� an� empathetic� compassion� towards� others,� while� it� has� been� elaborated� into� a�

system� of� philosophy� and� ontology,� which� could� not� but� only� lightly� touched� upo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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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무감이 겉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상대가 고통을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의무감이 바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러한 의무감

을 저버리고 타인에게 부당하게 대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러한 의무감은 정의의 원리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 상대가 고통을 해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제한한다. 이 때문

에 친밀한 사람에게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아끼는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의무는 도움을 주는 것이며, 최소한 해

는 끼치지 않는 것이다. 후자는 “인”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만민법이며, 객관적인 정의

의 원칙이다. 정의가 있기에 우리는 상대를 공정하게 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덜 친밀한 사람에게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한다. 사실상 "인"의 원리가 있기에 타인을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정의 그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정의는 단지 형식일 뿐이므로 상대를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의무감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 것

이다. 

타인과의 교감을 합리적이고 인정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상황에 따라 어

떻게 해야 할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인"의 가

르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과 버금가는 것으로 본다. "인"의 원리는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나

타나는데, 부모님 및 그 외 함께 사는 웃어른과의 관계에서 처음 드러난다. 따라서, 도덕성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이 도덕성은 공감적 연민 감정과 함께 가정 내에 계속 자리 잡는다. 이렇게 가족은 

도덕 공동체가 된다. 지도원리란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도덕적 원칙으로써 가정이 

그 첫 번째 공동체이다. "인"의 원칙은 이러한 공감적 연민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의 활동 영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영향을 끼친다. 즉, 친구,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인류 공동체를 도덕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가족은 가장 첫 번째 도덕 공동체이자 모든 공동

체의 표본이다. 

이제 유교의 도덕적 관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Lee, 2013) 유교에서 첫 번째 원칙인 "인"은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연민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도덕성의 핵심이다. 삶

의 양상마다 다른 원칙으로 드러나는데, 예, 의, 지(yi, li, chi)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무감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예의를 갖추는지, 어떻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지 등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다룬다. 도덕성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발현되기 때문에 부모·자식, 형

제자매, 부부는 경건하고도 확고한 인간관계로써 영속성을 지닌 윤리적 관계라고 보기도 한다. 

(Lee, 2007) 이는 우정,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까지 확장된다. 이 다섯 가지 윤리적 관계를 개인 간 

기본적인 관계로 본다. 사회를 하나로 간주하며 사람 간 도덕이 갖는 의미는 강력하다. 이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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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 사회 내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및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삶의 방식의 

기초가 되었다. 유교는 사람들을 가족과 같은 윤리적인 공동체로 묶는 경향이 있다. (Lee, 2013)

2.� 가족관계 및 다른 사회적 관계로의 가족의 확장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족과 환경을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살

아간다. 어머니는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항상 애정과 배려 가득한 얼굴로 나타난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묻지 않아도 자식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식도 자신의 어머니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슬픈지 괴로운지 파악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즉각적이고 자발적이다. 다만 누군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로소 나와 

상대를 구분 짓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 어쨌든, 개성보다 결속이 먼저다. 더 나은 자유와 독창성

을 위해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넓든 좁든 공동체 내에서 근본이 되는 친밀감을 잃어서는 안 된

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연민의 마음을 계속 지니고 산다면 지속할 수 있다.

가정은 믿음과 이타심을 배우고 영유하는 곳이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것 

외에 타인에 대해 신뢰하게 한다. (Lee, 2008b)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처럼 살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공간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즐거움과 고통 등 모든 것을 함께 나눈

다. 서로에게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 이런 식의 관계를 "내계관계"라고 부르

고자 한다. 반대로 비교적 거리감이 있는 사회 동료들과의 관계는 "우유관계"라고 칭하고자 한다. 

전자에는 책임감이, 후자에는 권리가 따른다. 유교에서 전자는 인간관계의 근간이며, 기본적으로 "

인"의 원칙에 입각한 도덕성이다. 후자는 "인"의 원칙을 확장한 개념으로, 덜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

한 것이다. 정의의 원칙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

이다. 평등과 형평을 추구하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 다른 민족,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형

제자매처럼 대한다. 서로 간의 신뢰가 강화되고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 뻗어 나아간다. 이는 각기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준

다.

일찍부터 우리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이타적인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왔다. 부모님의 사랑은 진

정으로 무조건적이며 어떠한 이기적인 욕구 없이 자식 삶의 모든 면을 보살핀다. 비록 우리가 이해

하지 못할지라도, 이타적인 동기와 행위는 어디에나 있고, 만연하다. 제공자나 수혜자 모두 겉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공기처럼 존재하며, 호흡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이타적인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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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나타난다. 오랜 세월을 떨어져 살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에게서 받는 무조건적인 도움과 사랑

은 깊게 신뢰한다. 가족에 향한 이타심은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도 희생할 수 있을 정도다. 공동체

를 하나로 유지해주고, 동료와의 연대감과 믿음을 지켜주는 주춧돌이 된다. 유교에서는 이것이 "인" 

사상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교에서는 가족과 같은 인간관계를 확장하여 모든 인간 사회, 즉 사회, 정치, 궁극적으로 전 세

계에 대입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부부는 형제자매처럼, 스승과 제자는 부모 자식처럼, 친구는 형제

자매처럼, 지도자는 아버지처럼 등 다시 말해 지도자는 국민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듯 

가족관계를 사회공동체나 단체에 대입하면 서로 아끼고 믿으며 단결하게 된다. 이것이 제대로 성공

하면, 우리 사회는 하나의 대가족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지역공동체

나 지역 사회는 상호 지지와 보살핌을 토대로 도덕적 의무가 있는 사회로 변한다.

3.� 어떻게 하면 가족과 사회를 하나로 잘 융합하여 모두가 잘살 수 있을까?�

가족 간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관심과 도움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

감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 가족으로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며 인격을 형성할 정도의 중요한 경

험도 함께 나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각자의 개성과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가까운 가족 혹

은 친밀한 사람과 실제로 개인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외모의 

닮은 정도를 보고 부모와 자식, 혹은 연인 관계를 파악하곤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많은 가

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가족의 가치 결정, 민족, 국가로 식별하는데, 문화와 전통이 이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듯이 가족을 방어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구축되고 육성된 것이다. 이는 거의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문화 

및 사람들이 보통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과도한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이 통합되었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의무는 사람을 하나로 결집하는 경향이 있지만, 권리와 이익은 

갈등을 낳아 서로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질 때 상대를 자기 자신처럼 생

각한다. 상대의 권리나 이익을 존중하되 소유자와는 더 거리를 둔다. 사실 중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활동면에서 가족을 하나로 받아들인다. (Lee, 2008b) 예컨대,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의사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한다. (Lee, 2015) 개인에 대한 모욕은 가족

이나 인종 집단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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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도 있다. 어리고 약한 경우, 보통 여성의 경우 가장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유교

에 따르면 가장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의무이자 미덕은 가정과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고 보호하

는 것이다. 이러한 자애로움을 보고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효도하고 존경심을 표한다. 가정을 

하나로 되게 하는 힘은 단란함이다. 가정 내 의무는 아마도 양방향의 상호적 관계일 것이다. 일방

적인 지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내부 갈등 및 미해결된 갈등이 있는 경우 임시로 가족을 해산시키고 각자 1인 가정이 되어 개별

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서로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은 져야 한다. 사회나 

정부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잘 감시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도 시민이다. 따라서 공권력은 가정 안팎의 모든 부적절한 범죄 행위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차이나 불일치가 있어도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해야 한다. 유교에 따

르면, 개인 및 사회적 차이 있는 사회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인"의 원칙하에 결속해야 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계발하고 가까운 사람과 내계관계를 가지며 모든 시민과 함께 보람

차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유교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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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Living and Dying:
Integrating Confucian Insights with 

Contemporary Social Welfare

Edward R. Canda(University of KANSAS)

Professor Emeritus Kim Kyong-Dong asked me to discuss how to help people lead a good 
quality of life and to die with dignity. That is indeed a profound question in most contemporary 
information age societies, in which average length of life is becoming much extended and the 
population of older adults is burgeoning while younger generations are shrinking. Further, though 
material conditions of life are improved significantly for many people, there is a prepondera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xiety, suicide, substance abuse, and other addiction disorders.  

I will offer some insights about optimal living and dying by integrating insights from 
Confucianism with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main theme for my presentation is that the best 
approach to dying well is to live well. I will link insights from a progressive strand of Confucian 
tradition with professional social work values and research about resilience, spiritual growth, and 
positive aging. By ‘progressive strand of Confucianism’ I refer to a stream of Confucian, 
Neo-Confucian, and contemporary philosophers who promote a broad global perspective on social 
welfare. For example, I think of the Chinese scholar Tu Wei-Ming and my Korean mentor 
Professor Emeritus Yi Dong-Jun of Sungkyunkwan University.

Insights� from� Confucianism� about� Living� and� Dying�Well

Confuciu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ving well. Living well means dedicating one’s life to 
continuous learning. For example, the Analects records sayings such as “To learn something and 
then put it into practice at the right time: is this not a joy?” Learning especially means cultivating 
our root virtue of benevolence (in, Korean, often translated as humanity). “A person without 
benevolence cannot long bear adversity or know joy.” This means living according to the Way of 
Humanity, which prepares one to die content. Also from the Analects, “You don’t underst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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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ow can you understand death?” “If one hears the Way (Dao) in the morning, one can die 
content in the evening.”

As the classic, Great Learning teaches, life-long learning involves cultivating our virtue (deok), so 
that we can extend it to cultivation of harmony in family, the wider society, and world. Virtue is a 
dynamic energy (gi), that can flow and influence others, as Mencius taught. The life-long process 
of continual learning is the ideal of the noble-minded person (gunja).

Benevolence (or humanity) is a heavenly endowed virtue of caring connectedness with others. It 
shapes the expression of other virtues, such as filial piety,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a 
primary expression of benevolence and a way of cultivating benevolence in family and wider social 
relations. Another significant virtue or principle is reciprocity (seo). This means that benevolent 
connections with others requires mutual benefit of those who are connected. In traditional societies, 
this included hierarchical relations in most cases (e.g. elder/younger, husband/wife, king/subject). In 
contemporary societies, this reciprocity can be re-shaped according to egalitarian relations and 
human rights.

The traditional Confucian ideal of social welfare is well presented in the the Grand Unity or 
Great Equality (daedong), described in the Book of Rites. Confucius praises the ideal of sagely 
benevolent government, “When the Great Way was practiced, the world was shared by all alike… 

Therefore they did not regard as parents only their own parents, or as sons only their own sons… 

Therefore the aged were provided for until death, the able were employed, the young were 
nurtured, and kindness, compassion, and care were expressed to widows, widowers, orpha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apropos is a passage from the Western Inscription by the 
Neo-Confucian Zhang Zai, “Heaven is my Father and Earth is my mother… Therefore, that which 
fills the universe I regard as my body and that which directs the universe I consider as my nature. 
All people are my brothers and sisters, and all things are my companions… respect the aged… 

Show deep love toward the orphaned and weak…”
Connecting this benevolent vision of social and global welfare with contemporary society can be 

guided by the Confucian philosophical principle of timeliness (sijung). That is, the noble-minded 
person adapts wisdom of the old to what correctly fits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Synthesizing timeliness with benevolence and reciprocity can be congruent with contemporary trends 
toward democracy, ecological consciousness, empowerment of the oppressed and marginalized 
peoples, and religious and cultural pluralism and collaboration. This is congruent with the value 
commitment to global social justice reflected in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Global Ethical Standards (https://www.ifsw.org/statement-of-ethical-principles/).

People can only live well if they are alive and thrive. In this respect, the traditional ide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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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as parents caring for the population like their children can be transformed in a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perspective, as in the work of Capabilities Theorists, Nobel Prize winning 
economist Amartya Sen and philosopher Martha Nussbaum.

This sets a context for my next remarks about living and dying well. A progressive Confucian 
perspective linked with professional social welfare values emphasizes that individuals live well only 
in so far as (1) they also promote wellbeing for others, and, (2) social governance provides support 
for the necessities of life for everyone. Living well means living well for each other.

Insights� from� Fields� of� Study� Related� to� Social� Welfare

First, I would like to share a story that illustrates my main point.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I spent many long hours walking, sitting, and meditating in a nearby forest. One autumn 
day I came through a field and saw a maple tree whose leaves had turned brilliant hues of reds, 
oranges, and yellows. The tree was so resplendent that I felt drawn to walk up to it and caress a 
branch. As I looked closely at the leaves, I noticed that they all were marred with wrinkles and 
spots from insect borings, disease, and uneven colorations. At first, I was disappointed at the 
imperfections of the leaves. But then it occurred to me that every leaf just as they were, all of 
them gathered together, is what produced the great beauty. Signs of living and dying were 
commingled in the beauty of the autumn tree. Recognizing this beauty is a key to unlock the 
secret of living well and dying well.

Professor Yi Dong-Jun told me about a teacher from his youth, Master Ryu Yeong-Mo 
(1890-1981) who was a scholar wise in studies of Eastern Philosophies and Christianity. Master 
Ryu would awaken each morning and exclaim in Korean “Oneul!” Oneul literally means ‘today’. 
But if one separates the syllables, it means “Oh! Eternity!” (o-neul). Professor Yi said that this 
taught him to live with an attitude of pleasant surprise at the eternity within each day.  

The field of positive psychology,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resilience converge on some common points. One is that adversity, crisis, and all sorts 
of life difficulties are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fulfillment. Often people are overwhelmed by 
adversity or view it only as tragedy and loss. Those who are able to rise to the challenges can 
actually grow through them. 

On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is that social workers and other helpers in gerontological and 
end of life care settings can nurture and support this capacity, even as people experience physical 
decline and dying. We can nurture the person’s talents, skills, positive personal qual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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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for creative coping. For example, this could include supporting people in their reminiscence 
about life and its lessons, promoting their self-compassion and their care for others, and 
encouraging any practices of interest to them that might support their journey, such as meditation, 
prayer, or ritual. Often, this means helping clients strengthen their involvements with family and 
friends, religious or spiritual community, the beauty of nature, and participation in palliative care 
and hospice programs that support dying with dignity. 

This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gerotranscendence, a term developed by Lars Tornsam. 
Tornstam observed that growth-oriented older adults can go beyond common traits of middle age 
such as over-reliance on rationality, egocentrism, and materialism. Some develop an expanded sense 
of self that accepts one’s strengths and limitations, cares for the changing body but without 
obsession, and appreciates altruistic connections with others. Relationships become less focused on 
superficial matters of conformism and social conventions. People become more comfortable with 
solitude. They become less judgmental and more broadminded. They become aware of their place 
within the stream of many generations, overcome a fear of death, and experience joy in each 
remaining moment of life. As gerontologist Holly Nelson-Becker put it, “Dying well is about living 
fully and consciously in whatever way one chooses until the moment of death.” So even though 
one’s physical condition declines and scope of social interactions decrease, one’s capacity for 
insight and commitment to leave a legacy of benefit to others can grow.

Transpersonal theories related to spiritual crisis and growth expand this realization to all stages of 
life. As Maslow said, people who feel fulfilled in their lives realize that self-actualization of their 
own wellbeing must be mutual with promoting the actualization of others. This leads to 
self-transcendence, meaning that the person experiences their essential unity with others, with nature, 
and with the divine or ultimate reality. 

Transpersonal researchers have noted that life crises can be important breakthrough times for 
spiritual development. At times of great life disruption caused by losses, illness, injury, or other 
painful life events, we have a choice point: we can allow this to just be a time of destruction or 
we can take this as an opportunity for transformation and growth. And sometimes this is a process 
of moving from being overwhelmed to becoming engaged with creative transformation. Because our 
accustomed usual life has been disrupted, there is an opening to new possibilities. Each crisis is 
like a little death that can open to new life. By practicing how to make the best of each crisis, we 
have good experience to help us approach our final death. This has been evident in my own 
experience and studies of people who have chronic illness.

People with chronic illnesses experience ongoing, even continuous, challenges to health and 
comfort. Thus it i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keep up an illusion of invulnerabilit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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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ty. The precious gift of life is revealed to be tenuous and fleeting. We must make the 
best of each day of life! I speak from experience, as I have a genetic chronic illness called cystic 
fibrosis. In my own experience and in my interviews of others with this illness, it is clear that our 
choice points are very critical. At time of initial diagnosis, which can be quite shocking, and at 
each incident of critical health events, we need to choose how to respond. Even daily medical 
treatments, though health-preserving, can be time consuming, burdensome, and frustrating. Yet each 
health crisis, each occasion of discomfort, each medical treatment activity are opportunities for 
mindfulness and heightened awareness of the sacredness and significance of life.

Conclusion

I conclude with an image from the Chinese Book of Changes, hexagram number 23, named 
Splitting Apart. This symbolizes times of crisis or death along with advice for how best to respond 
to them. One wa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hexagram is that five yin (open) lines are 
topped by one yang (solid) line. This is like the situation of a house that is collapsing with walls 
crumbling and roof about to fall in. How we can best respond to such times is revealed by 
another way to understand the symbolism. The hexagram is composed of two trigrams that 
represent Mountain resting on Earth. Mountains rise above the Earth and reach toward Heaven. This 
suggests that a crisis is a possible opening to spiritual growth. Further, Earth is a supporting 
foundation that nurtures the Mountain. The Mountain represents stability, elevation of consciousness, 
openness to Heaven, and generosity to those below on Earth. So all in all, this hexagram suggests 
that the best way to approach critical times of life and death is to set ourselves like a mountain 
on earth, reaching up to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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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삶과 죽음: 

유교적 통찰과 현대사회 복지의 접목

에드워드 R 칸다(캔자스대학교)

김경동 명예교수께서 저에게 괜찮은 삶을 영위하다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사람들

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논의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김교수님의 제안은 요즘처럼 첨단 정보화 시대

의 사회에서 다루어봐야 할 심오한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과거보다 훨씬 

늘었고, 노년층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삶의 물질적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증, 걱정, 자살, 약물남용, 다양한 중독질환은 그 어

느 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번 발제를 통해 유교의 핵심가치와 개념을 현대 복지 분야에 접목해 가장 이상적인 삶과 죽음

을 명확하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에 있어서 최선의 길은 곧, 잘 사는 것이다.’가 이

번 발제의 주요 논제입니다. 본 발제를 위해 전문화 된 국제사회사업의 가치를 참고했고, 회복 탄

력성과 정신적 성장, 긍정적인 노화를 다룬 학제 간 연구를 이용했습니다. 

유교의 발전 과정 속에서 유학자, 성리학자, 현대 철학자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회 복

지문제에 관해 폭넓은 범 세계적 관점을 촉진했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뚜웨이밍 교수님과 저

의 한국인 멘토이신 성균관대학의 이동준 명예교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유교적 통찰로 본 잘살기와 잘 죽기

공자는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사는 것은 배움에 한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공자는 논어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것을 제때에 실천하면, 이것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특히나 인(仁)의 근본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인간성으로 번역됩니다). “인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시련을 견디지 못하거나 즐거움을 알지도 못

한다.” 공자의 이 말은 인의 도에 따라 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안단 말인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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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경서인 대학은 평생 배움이란 덕을 기르고, 덕으로 가정의 화합과 사회의 화합, 더 나아가 

세상의 화합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덕이란 움직이는 동력인 기(氣)인데 흘

러 다니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맹자는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평생 배우기를 이상으로 삼았습

니다. 

인은 유대감을 갖고 남을 헤아려 어질게 대하는 하늘이 내려준 덕입니다. 인으로 사람의 덕이 형

성되어 드러납니다. 그 중 자식 된 도리인 효가 있습니다. 효는 예로부터 인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

한 표현법이었고 가족과 사회에서 인을 기르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중요한 원리인  서(恕)

가 있습니다(자기를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것). 인을 남에게 베풀려면 상호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사회의 대부분의 상하관계(노소, 부부, 군신)도 이 개념 속에 포괄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호혜는 평등주의 관계와 인권에 따라 형성됩니다. 

전통적으로 유교적 사회복지의 이상향은 대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자는 어질고 현명한 치국

의 이상을 칭찬했습니다, “도를 실천하면 모두가 세상을 똑같이 나눠 쓸 수 있다…, 따라서 자기만

의 부모, 자기간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노인은 죽을 때까지 부양되고, 능력 있는 자

는 고용되고 어린아이는 양육되며 과부 홀아비, 고아, 장애인은 자비와 연민, 보살핌이 주어진

다……” 성리학자 장재가 쓴 서명(西銘) 의 한 구도 적절하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

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것이 내 몸이라 하고 하늘과 땅을 이끄는 것은 내 본성이

니..., 세상 모든 이는 나의 형제요 자매이고, 만물은 나의 동반자이니…, 노인을 공경하고..., 고아

와 약자에게 자애를 베풀어라……”

이런 세상과 사회의 복지에 대한 인의 개념을 현대 사회와의 접목하는 것은 유교철학의 시의적

절이라는 개념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군자는 옛사람의 지혜를 현재 환경에 맞춰 

조정합니다. 시의적절 개념을 인과 호혜로 통합하는 것은 민주주의, 환경의식, 피지배층으로 권력이

양, 소외계층, 종교 문화 다원주의와 종교 문화적 협력으로 향하는 현시대의 경향과 일치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세계의 사회 정의에 헌신하겠다는 약속에 부여된 가치와 일치합니다. 이 내용은 국제 

사회 복지사 연맹의 윤리적 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https://www.ifsw.org/statement-of-ethical-principles/).

사람들은 생기 있고 건강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식을 돌보는 부모 같은 존재인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군주는 자식을 돌보는 부모 같은 존재였고 이는 역량중심접근법의 대표적 학

자인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과 철학자 마사누스바움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인권과 

사회정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 기반해 잘살고 잘 죽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문화된 사회복지가치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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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교적 인식은 사회 지배 구조가 모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타인의 복리를 증진 할 때 만 개

인이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서로 다 잘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복지와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얻은 통찰

우선 요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한 개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근처 숲에서 자

주 걷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명상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들판을 걷다가 단풍나무 잎에 울긋

불긋 단풍이 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매우 화사해서 저는 거기로 기어올라가 가지 하나를 만지

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든 잎을 자세히 보니, 모든 잎에 주름이 져 있고 벌레 먹고 병

든 데가 있고 얼룩얼룩 착색되어 있다는 것을 문득 발견했습니다. 이런 흠집을 보고 처음에는 실망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잎은 있는 그대로 같이 모여있으니까 아주 아름답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

니다. 삶과 죽음의 표시는 가을 나무의 아름다움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잘살고 잘 죽는 비밀을 

푸는 열쇠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준 교수는 저에게 본인의 젊은 시절에 만났던 스승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양철학과 기독교 연구의 대가이신 류영모 선생님입니다. 류영모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국어로 “오늘!”이라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란 2음절 단어를 따로 떼어놓으면 “오! 

늘” 이란 의미가 됩니다. 이동준 교수는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원 같은 매일을 깜짝 선물을 받

은 듯한 태도로 살라는 가르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긍정의 심리학 분야와 사회 복지에서 성격강점에 기반한 인식, 회복 탄력성 학제간 연구는 몇 가

지 공통점을 다룹니다. 하나는 역경, 위기, 기타 삶의 난관은 성장과 성취에 기회가 된다는 주장입

니다. 사람들은 역경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거나 역경을 그저 비극이나 상실로만 바라봅니다. 이

러한 역경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육체적 쇠락을 겪는 노인과 죽어가는 시한부 환자를 돌보는 곳에서 

종사하는 사회 복지사와 기타 봉사자들이 이런 역량을 키우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재능, 기술, 긍정적인 성향, 창의적 대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경험과 

교훈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들의 자기연민과 남을 돌보는 것을 촉진하고 이들이 

흥미를 갖는 것, 즉 이들의 여정을 지탱해주는 명상, 기도, 의식 등을 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 또는 종교 단체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품위를 지키며 임종을 돕는 말기환자 간병과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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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는 라스 톤스탐이 만든 개념인  ‘초월 노년’ 개념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있습니다. 톰

스톤에 따르면 성장지향적인 노인은 합리주의와 자기애,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중년의 특

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들에게는 노년의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신체 변화를 집

착 없이 받아들이며, 타인과의 이타적 관계를 깨닫는 확장된 자아의식이 형성됩니다. 사람과의 관

계에서는 겉치레 활동과 사회적 관습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고독한 삶이 더욱 편해집니다. 남

을 재단하는 일이 줄고 더욱 너그러워집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

각하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며 남은 삶의 매 순간마다 얻는 기쁨을 누립니다. 노년학자 홀리넬슨

베커는 “잘 죽으려면 죽을 때 까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꽉 채운 삶, 의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

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고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지만,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하는 다짐과 통찰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정신적 위기와 성장과 관련한 자아초월 이론은 이러한 인식을 삶의 모든 단계로 확장합니다. 심

리학자 매슬로우가 지적했듯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웰빙의 실현은 타인

의 자아실현을 증진시키는 것과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결국 자아초월로 이

어져 타인과 자연, 신, 초월적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분야 연구자들은 인생의 위기는 정신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따금 죽음, 질병, 부상, 고통스러운 사건 등이 일어나 삶에 큰 위기가 오는데, 이때 선택

의 기로에 섭니다. 삶을 망가뜨리는 시기로 놔둘지, 오히려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지를 

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때로 이 과정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변화하는 쪽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일상이 멈추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매

번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는 새로운 삶과 연결되는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매 위기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면 임종에 다다를 때 도움이 될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됩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만성질환 

환자 연구에서도 이 점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만성질환 환자는 건강과 안락한 삶에 끊임없이 난관을 겪습니다. 그래서 병을 이겨내거나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삶이라는 소중한 선물은 오래 가지 못하고 순식간

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선천성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제 경험

에 비추어 말씀 드립니다. 저의 투병 경험, 그리고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우리 

선택의 기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진단을 받으면 꽤 충격적이긴 하고 건강상 중대한 문제가 발

생할 때마다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 건강한데도, 매일 진료를 받는 것

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부담되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건강에 위기가 올 때마다, 몸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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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마다, 진료를 받으면 현재에 집중하고 삶이 신성하고 중요하다는 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 론

중국 주역의 23번째 괘인 박괘(剝卦) 그림으로 본 발표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괘는 위기

나 죽음의 시기를 상징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이 괘에는 음의 점선 

다섯 개 위에 양의 실선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벽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곧 내려 앉을 것 같아 집

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괘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

다. 박괘는 곤과 간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땅을 나타내는 곤이 아래에 있고 산을 나타내는 간이 그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산이 솟아 하늘을 향합니다. 위기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땅은 산을 키우는 기본 토대입니다. 산이 의미하는 것은 안정과 의식의 고

양, 하늘로 열림, 산 밑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괘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중

대한 시기를 대하는 최선의 길은 땅에 솟아 하늘로 향해 있는 산처럼 우리자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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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Life in the First Book of the 

Jewish and Christian Bible: Genesis

Andreas Schuele(University of Leipzig)

The biblical account of creation and the value of life

If one seeks to explore the concept of life that lies at the heart of Christianity, the 
search will necessarily begin with the opening section of the Bible (Genesis 1-11), 
which provides an account of the mythic origins of the world. The creation narrative in 
Gen 1:1-2:3 depicts a world, in which all living beings, animals and humans alike, have 
a designated place and carry God’s blessing. This world is depicted as surrounded by 
chaotic powers – darkness and water –, which have to be controlled first to allow for 
life to emerge. As such, the creation account makes it a point that life is fragile and 
always in danger of being overwhelmed by the primordial chaos. Creation, in the 
depiction of Gen 1:1-2:3 is a hortus vitae, because it is also made to be free of 
violence. All creatures are meant to be vegetarians. Grass, seeds and fruits provide food 
for all animals and humans, the point being that no living being has to sustain itself at 
the cost of other life. 

And God said, “Behold, I have given you every plant yielding seed that is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every tree with seed in its fruit. You shall have 
them for food. And to every beast of the earth and to every bird of the heavens 
and to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life, 
I have given every green plant for food.” And it was so. (Gen 1:29-30) 

For any account of biblical ethic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reation accou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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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1:1-2:3 is a foundational text that presents the cosmos as a naturally and morally 
ordered universe.  While God creates both animated and unanimated entities, the order 
of creation makes it clear that the emergence of “living beings” is the actual goal of 
creation. According to this goal, the preservation of life is the supreme ethical good of 
the created world. As such, beings that have the life substance should feed exclusively 
on that which has no life substance. 

One is almost inevitably reminded of the picture of peace in the animal kingdom 
depicted in Isa 11:6-8: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and the calf and the lion and the fat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The cow and the bear shall feed; their young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The sucking child shall play 
over the hole of the asp,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his hand on the adder's 
den. 

In fact, the Isaianic vision can be understood as an illustration of the world order as 
described in the creation account – a world with no food chain and therefore with no 
need for bloodshed.

It can easily be overlooked, especially if the creation account is read as a 
“scientific” text for its period, that it constructs an apparently quite intentional contrast 
to the world of its readers. The creation God originally intended is not identical with 
the world that the readers know, which has what today we would call a food chain. 
This observation also has consequences for God’s final assessment of the creation as 
“very good.” This assessment results in view of a world that is expected to be a place 
wher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all living beings will be realized.  

In order to keep the chaos forces that threaten life out of the created world, God 
establishes systems of order and governance. The firmament is put in place to keep the 
primordial waters at bay, whereas sun and moon are supposed to “rule” (mashal) so that 
darkness, the other chaos force, yields to light. This raises the question as to the 
meaning of the “dominion” that humans as images of God are expected to exerci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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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ed realm. What exactly is that needs to be “dominated”? One may proceed 
from the assumption that this dominion is supposed to accord with the ordering and 
preserving activity of God and, therefore, does not legitimate human tyranny over the 
world.  The two Hebrew terms in this passage (from the roots RDH and KBŠ) have an 
irreducibly despotic and even violent tone, however.  The root KBŠ, in particular, 
usually translated “to subdue,” has the connotation of “to tread down, to trample” (Mic 
7:19; Zech 9:15) and occurs in contexts that discuss the subjugation of other peoples 
(Num 32:22, 29; Josh 18:1) or slaveholding (Jer 34:11, 16; Neh 5:5). Beyond the mere 
interpretation of the terminology, the question arises as to what in the worldview of the 
Priestly Primeval History calls for human dominion or what must actually be 
“dominated.”  After all, the world was created and ordered by nothing less than God’s 
word and blessing.

If one directs one’s view beyond the creation account, however, another reality 
comes into view, namely of a world in which “all flesh” is entangled in the expansion 
of violence.  The beginning of the Priestly Flood narrative states that, after only a few 
generations of created life on earth, the world has already ended because it has become 
“filled” with violence (Gen 6:11-12):

Now the earth was corrupt in God’s sight,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12 And God saw that the earth was corrupt; for all flesh had corrupted 
its ways upon the earth.

Violence is understood primarily as meaningless and excessive bloodshed, in which 
animals and humans participated equally. In modern terms, it was a brutal world in 
which there was no (longer any) regard for life. When Gen 1:28 is read with a view to 
6:9-12,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commission to exercise dominion is intended 
precisely to hinder and restrain the expansion of violence. The aggressive terminology of 
V. 28 also makes good sense in this context. Thus, human beings are not to “subdue” 
their fellow creatures, but the potential for violence latent in “all flesh.” 

The concept of violence introduced in the Flood narrative joins the elements of 
chaos, darkness and the primordial waters, although with the difference that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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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en the world from the outside while violence is in creatures’ bones, as it were. 
The containment of destructive forces and the protection of life created by God thus 
becomes the core of God’s commission to humankind as God’s image and, as such, lies 
at the very heart of the ethical vision of the book of Genesis. Thus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 first legal regulation that God ever implements, the first piece of 
Law/Torah, regards the protection of life. On the one hand, Gen 9:3-7 allows a limited 
degree of violence to obtain food. However, whenever these laws are violated, God 
himself will return the blood of the victim on the murderer.   

Every moving thing that lives shall be food for you; and just as I gave you the 
green plants, I give you everything. 4 Only, you shall not eat flesh with its life, 
that is, its blood. 5 For your own lifeblood I will surely require a reckoning: 
from every animal I will require it and from human beings, each one for the 
blood of another, I will require a reckoning for human life.
6 Whoever sheds the blood of a human, by a human shall that person’s blood 
be shed; for in his own image God made humankind.
7 And you, be fruitful and multiply, abound on the earth and multiply in it.”

While the commandments in Gen 9:4-6 mark the conclusion of the flood story, they 
also set the ethical norm for the narratives that follow. It is quite remarkable that, in 
Genesis, God interferes with human affairs only when the integrity of a human life is 
in jeopardy. This is most notably the case in Gen 18:16-19:29 with the inhabitants of 
Sodom and Gomorrah that are depicted as people who above all else crave murder and 
rape. As a matter of fact, it seems to be their only desire to harm the ones without 
protection, such as Lot and his family. There is a lust for violence that is reminiscent 
of the character of Lamech (Gen 4:23), the father of Noah (Gen 5:28-31), who is 
depic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generation that drowns in the flood. 

The value of life and human violence: The case of the rape of D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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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Genesis narrative unfolds, it seems that this type of violent humanity resurfaces 
at certain points of the larger narrative. An illustrative narrative in this regard is Gen 
34:1-31, the rape of Dina, the daughter of Jacob. This is a particularly telling story for 
our purposes, since it draws a fine line between an offense that can be rectified and 
one that cannot; and the difference is precisely the integrity of life: 

Shechem son of Hamor the Hivite, chief of the country, saw her (Dina), and 
took her and lay with her by force. (Gen 34:2) 

This story is about violence that emerges from sexual desire. After this offense, 
Shechem offers to marry Dina as a remedy, so that she would not carry the blemish of 
dishonor and potentially a fatherless child. While this may have been the solution in the 
case of what, in the modern era, would be called, consensual pre-marital intercourse, 
this does not suffice here. The fact that marriage is not an acceptable option is 
precisely the fact that violence was used. This story highlights the value of the integrity 
of life and it also illustrates that, once violence takes its destructive path, there is no 
stopping it. As the story continues, it is not only Shechem who has to take 
responsibility for his doing; rather, the brothers of Dina take brutal revenge and kill an 
entire city.  

The value of life and human violence: Cain as the first murderer 

The first case of violence in the Bible that depicts the fragility of life is in the Cain 
and Abel story (Gen 4:1-19). In this narrative, the conflict among brothers is used as a 
paradigmatic situation that leads up to violence and death, symbolized through blood that 
“tells” of a violent act (Gen 4:10). However, the impetus for killing another human 
being comes from a different source than the “violence of all flesh” in the flood 
narrative. Whereas the flood narrative focuses on the violent nature of humankind as a 
genetic defect that needs to be kept in check, the Cain and Abel story zeros in on a 
more psychological element that affects human behavior and leads them down the path 



| 인문가치 학술 2 |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133

of destruction and evilness, namely envy and the fear of rejection. Gen 4:1-16 develops 
what one might call the psychological profile of people who are consumed by envy and 
fear. The narrative spends considerable detail on how someone who does not seem to 
be particularly prone to violence spirals down and ends up killing another human being. 
Arguably one of the most profound, although linguistically enigmatic, sentences in the 
book of Genesis is Gen 4:7. Here it is God himself who, almost in the fashion of a 
spiritual mentor, warns Cain that the trail he blazes will end in his own demise: 

Surely, if you do right, there is uplift. But if you do not do right, sin crouches 
at the door; its urge is toward you, yet you must master it.

As an aside, this is the first occurrence of the word “sin” in the Hebrew Bible. 
While Christianity has always regarded Gen 3:1-24 as the story of humankind’s original 
sin, the Hebrew Bible reserves the term sin not for the eating from the forbidden tree 
but for the first act of murder. The lesson to be learned here is that humans, even if 
they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ey have been wronged, must not allow their 
emotions and affections to overthrow their moral awareness and ethical judgment. There 
is no reason to bring suffering and death into the world, not even, as in Cain’s case, 
the feeling of having been rejected by God.   

It seems accurate to say that God’s verdict about violence and sin in Gen 4:7 
functions like a heading for the rest of the book; and so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is a very similar sentence that could be seen as an intentional closing statement for all 
of Genesis. In Gen 50:20, after all of Jacob’s sons have been reunited in the land of 
Egypt, Joseph has the following line: 

Even though you intended to do harm to me, God intended it for good, in 
order to preserve a numerous people, as he is doing today.

Scholars since Gerhard v. Rad have noticed that, looking at its final form, Genesis 
shows characteristics of wisdom literature, with Gen 2:4-4:16 as particularly pertinent 
sections in this regard. However, while the acts and consequences of human action and, 
therefore, the discourse about morality do in fact shar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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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Genesis reserves a much stronger role for divine intervention in human affairs. 
The idea that the world functions according to a moral order that humans, qua wisdom, 
can know, understand, and execute is foreign to the book of Genesis. Here, humans act 
in specific situations,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needs. They sometimes simply seem to stumble from one situation into another, but they 
hardly ever have the ‘bigger picture.’ This is precisely why, according to Genesis, 
human morale can never be sufficient but requires divine guidance as its indispensable 
counter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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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와 기독교 성서의 첫 권에 나타난 생명의 가치: 

창세기

안드레아스 쉴레(라이프치히대학교) 

창조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성서적 해석

우리가 기독교 사상의 중심에 있는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신화적 기원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하는 성서의 도입부(창세기 1장-11장)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에 대한 서술은, 동물과 인간이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으며 

이들이 신의 축복을 받는 세계를 묘사한다. 이 세계는 무질서한 힘-어둠과 물-로 둘러싸인 것으로 

묘사되며, 이들 힘은 생명이 출현하기 위해 먼저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창조에 대

한 해석은, 생명은 연약한 것이며 항상 태고의 혼돈에 압도당할 위험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창세

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묘사된 창조된 세계는 살아있는 정원(hortus vitae) 과 같은데, 이는 이

곳에 폭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생명체는 채식주의자로 정해져 

있다. 풀, 씨앗, 열매가 모든 동물과 인간에게 먹을 거리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요지는 어떤 생명체

도 다른 생명을 대가로 하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이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9절-30절)

성서적 윤리에 대한 어떤 해석에서 있어서도, 창세기 1장 1절-2장 3절의 창조에 대한 해석은 우

주를 자연적이며 도덕적으로 질서정연한 세계로 나타내는 기초적인 텍스트임을 주목해야 한다. 신

은 움직이는 개체와 움직이지 못하는 개체를 모두 창조하였으나, 창조의 질서는 “살아있는 것”의 

출현이 창조의 실질적 목적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목적에 따라, 생명의 보존은 창조된 세계의 

최고의 도덕적 선이다. 이에 따라, 생명의 요소를 가진 존재는 단지 이 생명의 요소가 없는 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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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고살아야 한다.

우리는 거의 필연적으로 이사야 11장 6절-8절에 묘사된 동물의 왕국의 평화로운 광경을 떠올리

게 된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

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실, 이사야적 환상은 창조에 대한 성서적 해석에 묘사된 대로의 세계 질서를 나타낸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는데, 이 세계는 먹이 사슬이 없으므로 살해라는 행위가 불필요한 곳이다.

특히 창조에 대한 성서적 해석을 당시의 “과학적” 텍스트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성서가 독자가 

속한 세계와 다분히 의도적으로 대비되는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할 수 있다. 신이 본래 

의도한 창조는 독자들이 아는 세계, 즉 오늘날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 일컫는 세계와는 같지 않다. 

이러한 관찰은 또한 창조에 대해 “심히 좋았더라”고 한 신의 최종 평가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가는 세계를 모든 생명체의 평화로운 공존이 실현되리라 예상되는 장소로 보는 관점을 

낳는다.

창조된 세계가 생명을 위협하는 혼돈의 힘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자, 신은 질서와 지배의 체제

를 확립한다. 창공은 태고의 물을 저지하기 위해 위치하며, 한편 또 다른 혼돈의 힘인 어둠이 빛을 

따르도록 해와 달이 “주관하게” (mashal) 된다. 이는 창조된 영역 안에서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서 

이행하기로 기대되는 “지배”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일으킨다. 정확히 무엇이 “지배될” 필요가 있는

가? 우리는 여기서 지배라는 것은 신의 행위를 명령하고 보존하는 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압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

절에서 2가지의 히브리어 용어(RDH 와 KBŠ의 어근에서 유래)는 최소한 횡포하며 심지어는 폭력

적인 어조를 갖는다. 특히 대개 “진압하다“로 번역되는 어근 KBŠ 은, ”밟다”(미가 7장 19절, 스가랴 

9장 15절)를 함축하며, 다른 민족을 정복하거나 (민수기 32장 22절, 여호수아 18장 1절) 노예로 삼

는(예레미야 34장 11절, 16절, 느헤미야 5장 5절) 맥락에서 나타난다. 용어의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서, 성서의 원시 역사의 세계관에서 무엇이 인간의 지배를 해야 하며 무엇이 실제로 “지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결국, 세계는 순전히 신의 말과 축복으로 창조되고 지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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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창조에 대한 성서적 해석을 넘어서서 두게 되면, 또 다른 현실이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는 즉 “모든 생물”이 폭력의 확대 과정에 얽히고설키게 되는 세계이

다. 홍수를 묘사한 시작 부분은, 지상에 생명이 창조된 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이미 세계는 폭

력으로 “가득”해졌으므로 세계가 종말에 이르렀음을 서술한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

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폭력은 주로 의미 없고 과도한 유혈 행동으로 파악되며, 동물과 인간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현대

적 측면에서, 이는 생명에 대한 배려가 (더 이상) 없는 잔혹한 세계이다. 창세기 1장 28절을 6장 9

절-12절의 측면에서 읽으면, 지배를 행사하도록 위임한 것은 폭력의 확대를 막고 억누르고자 정확

히 의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28절의 공격적인 용어가 잘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창조물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 잠재된 폭력의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

홍수 이야기에 나타난 폭력의 개념은 혼돈, 어둠, 태고의 물과 같은 요소들을 연결한다. 다만 비

록 이들 요소가 외부에서부터 세계를 위협하는 반면 폭력은 창조물에 내재하여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파괴적인 힘을 억제하고 신이 창조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신의 형상으로서 인류에

게 신이 위임한 임무의 핵심이 되며, 그와 같이, 창세기의 도덕적 비전의 바로 핵심에 있다. 따라

서 신이 시행한 최초의 법률적 규제인 십계명/토라의 첫 번째 조항이 생명의 보호에 대한 것이라

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 창세기 9장 3절-7절은 식량을 획득하기 위한 제한된 정도의 폭

력을 허락한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위반될 때마다, 신이 직접 희생자의 피를 살인자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

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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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9장 4절- 6절의 계명은 홍수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는 한편, 또한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윤리적 규범을 세운다. 창세기에서, 신은 인간 생명의 고결성이 위기에 처할 때만 인간사에 개입한

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살인과 강간을 다른 무엇보다도 열

망하는 사람들로 묘사된 창세기 18장 16절-19장 29절에서 가장 뚜렷한 사실이다. 실상, 롯과 그의 

가족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해하는 것이 이들이 유일하게 원하는 일처럼 보인다. 이들은 홍

수에 잠기는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된 노아의 아버지(창세기 5장 28절-31절)인 라멕(창세기 

4장 23절)의 특성을 연상시키는 폭력에 대한 욕망이 있다.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폭력: 디나의 강간 사례

창세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러한 종류의 폭력적인 인간성이 더 큰 이야기의 몇몇 특정 지

점에서 다시 드러나는 듯 보인다.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는 창세기 34장 1절-31절의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이다. 이는 특히 우리의 목적에 효과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바로

잡을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 사이에 모호한 경계를 그으며, 그 차이점은 바로 인간 생명

의 고결성이기 때문이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창세기 34장 2절)

이 이야기는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폭력에 대한 것이다. 이 행위 이후, 세겜은 디나가 불명예와 

아비 없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을 짊어지지 않도록, 디나와의 결혼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현대에

는 이것이 소위 합의에 의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여기서는 충분치 않

다. 결혼이라는 선택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곧 폭력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이

야기는 인간 생명의 고결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또한 일단 폭력이 파괴적인 길을 가기로 선택했을 

때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세겜 뿐만이 아니다. 디나의 형제들도 잔인한 복수 끝에 성읍 사람 모두를 살해하게 된다.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폭력: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생명의 연약함을 묘사하는 성서의 최초의 폭력 사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창세기 4장 1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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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다. 이 이야기에서 형제간의 갈등은, 폭력적 행위에 대한 핏소리의 “호소”(창세기 4장 10절)가 

상징하는 폭력과 죽음으로 이끄는 전형적 상황으로써 이용된다. 그러나, 다른 인간을 살해하게 하

는 자극제는 홍수 이야기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과는 다른 곳에서 유래한다. 홍수 이야기

가 억눌러야 하는 유전적 결함의 측면에서 인간의 폭력적 천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가인과 아벨 이

야기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파괴와 악의 길로 이끄는 더욱 심리적인 요소, 즉 질투와 거

절에 대한 두려움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창세기 4장 1절-16절은 질투와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의 심

리적 상태로 일컬을 만한 모습을 전개한다. 이야기는 어떻게 특별히 폭력적 경향이 없어 보이는 사

람이 나락에 떨어져 타인을 살해하기에 이르는지에 대해 상당히 세세하게 보여준다. 창세기 4장 7

절이 창세기에서 언어학적으로는 불가사의하지만 가장 심오한 문장 중 하나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

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신은 거의 영적 멘토와 같이 가인에게 그가 열고자 하는 길이 그의 종말로 

끝나게 될 것을 직접 경고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

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담으로, 히브리 성서에서 “죄”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처음 등장한다. 기독교가 창세기 3장 1절

-24절을 항상 인간의 원죄로 간주했지만, 히브리 성서는 죄라는 단어를 금단의 열매를 먹은 행위가 

아닌 최초의 살인 행위에 사용한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인간이 아무리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확

신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자신의 감정과 애착이 도덕적 의식과 윤리적 판단을 무너뜨리도록 허

용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가인의 사례와 같이, 신에게서 거절당했다는 감정조차도 세계에 고통과 

죽음을 일으킬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창세기 4장 7절의 폭력과 죄에 대한 신의 판결이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제 역할을 한

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리라 보인다. 따라서 창세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의도적인 마무리 진술로 

볼 수 있을 매우 유사한 문장이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야곱의 모

든 아들이 애굽 땅에서 재회했을 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게르하르트 폰 라드(Gerhard v. Rad) 이후의 학자들은 창세기의 최종본을 보고, 지혜 문학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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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나타나는 점을 주목하였는데, 창세기 2장 4절-4장 16절을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부분

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인간 행위의 행동과 결과, 즉 도덕성에 대한 담론이 사실상 

전통적 지혜의 특징을 보이는 한편, 인간사에 있어서 신의 개입은 더욱 강한 역할을 한다. 세계가 

인간이 지혜로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질서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서는 이질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인간은 구체적인 상황, 특정한 환경, 그리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때로는 단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 우연히 처하는 듯 보이며, 그들에게 ‘더 큰 

그림’이란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의 의욕은 절대 충분치 않으며, 그 의욕 대

신 신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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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of Life

Excerpt from ‘The Lyre and the Bow: 

Humanism and Technology’

Why we should say goodbye to “modernist” Humanism and look for 

more Classical figures of Man

and Technology

Rick Dolphijn(Utrecht University)

In Western Philosophy, Rene Descartes gave us the idea of the cogito, the “I think”. It 
introduces a modernist humanism based on the individual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of a human against other forms of life. This would become the model that still 
dominates ‘Modern thinking’ as it has gained so much power in the contemporary 
world. It is a form of thinking that nevertheless needs to be looked at with suspicion, 
as it is this form of thinking which, also caused the many crisis in which we find 
ourselves today; the ecological crisis, the crisis of society and the crisis of the mind. 
Isolated, and alienated, modern humanism, took us away from the world that we live.

Interestingly enough, a much more inclusive form of thinking (bearing great similarities 
with ancient and non-western forms of thought) can be read in the writings of 
Benedictus de Spinoza. For instance, in how he talks of ‘the individual’. First, we must 
keep in mind that for Spinoza, the individual can be anything that functions as one and 
that aims at persevering in its being. This can be a human being, but also a group of 
human beings. a cloud, an island, an interface, or an ecosystem. It can also be what we
provisionally call the bond between the animal and the plant (the wasp and the orchid), 
the sympathy between the cloud and the human, or, with a reference to Bates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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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hat comes into being in the event of felling a tree: the system between 
“tree-eyes-brain-muscles-axe-stroke-tree”, the material assemblage that accompanies the 
felling. For this system also functions as one, and, as Bateson (2002) repeatedly 
emphasises, thinks from its oneness (the set of transformations that function with one 
another).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neurophysiology --especially when analysed 
purely mathematically and not accepting the dominant prejudice of neuroscience that 
thinking happens only in the brain--similarly push its focus towards the transformation 
processes.

This acute attention to the processes of transformation is what Michel Serres shows us 
best. Having grown up alongside the river beds of the Garonne, he has to see the 
Garonne not as a river, but as an inevitable companion, a sister, a mother, a friend that 
is not far away from Vincennes, his current residence. The Garonne river is always 
flowing within him, within his body, within his thoughts. 

Inevitably. The Garonne is active in all of his ideas. At the same time, all of his ideas 
have the Garonne as their object (necessarily). Therefore, he concludes: “When I think, I 
become what I am thinking”(Serres, 2015, 21, my translation). The ideas that the system 
generates rise from its united body, from the oneness established, and have its body as 
its object. It is for this reason that I call Spinoza, and the Spinozist undercurrent, the 
revolution that is necessarily materialist. I use “materialist” here with its double 
meaning: starting from a non-Cartesian geometry—there is no point of departure called a
“Subject” and no position relative to it called an “Object”—and from immanence, 
translated as an interest in matter and what matters, and not differentiating between the 
two. Matter (the noun) and to matter (the verb) are, in the end, the same thing.

I want to maintain the rad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forms of thought in our times 
(the Cartesian critical perspective and Spinozist materialism), although it must be noted 
that it is very difficult not to make mistakes in this. What seem Spinozist at first is 
deeply Cartesian when given a more thorough analysis, and of course, the converse 
happens just as often. In popular science books today, for instance, a certain form of 
Spinozism seems to be at work in how biologists look at how pla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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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ceptualises ‘thinking’. Scholars like Daniel Chamovitz claim not only that plants are 
sentient (which we can already read in Darwin), but also that ‘plants know’ (Chamovitz, 
2012, 137). Not starting from the brain, from ‘consciousness’ or ‘knowledge’, Chamovitz 
seems to start from affect, from how plants respond to the aromas that surround them, 
from how they respond to being touched and are aware of gravity and of their ‘own 
past’. But in order for Chamovitz’s ideas not to fall back into an implicit Cartesian idea 
of subjectivity here, thinking should not to be situated ‘in’ the plant.

What thinks is the transformation between ‘its’ colour and ‘its’ form (‘it’ is thus not 
referring back to the plant, but to the whole material assemblage that functions as the 
object for this idea: nature. And what thinks, to give another example, is also between 
the sun and its leaves. What is more interesting is how anthropologists such as Eduardo 
Kohn show us how forests think. Analysing how the forests around Avila (in 
Amazonian Ecuador) are animate, stressing that these forests house an “emergent loci
of meanings” (Kohn, 2013, 72, italics added), Kohn aptly practices the Spinozist 
geometry of immanence, combining ancient animist ideas of spirituality with 
contemporary ‘postorganic’ neurophysiology. It shows the reality of what Brian Massumi 
(2014) calls “creative bodying” and its animatedness as “lived” (p.31).

What Kohn hints at is precisely what Rosi Braidotti keeps stressing; that the indigenous 
is not our past, it is our future. Our only possible future, I’d like to add.

Undercurrents travel in many unexpected directionalities and dimensionalities. When 
contemporary quantum mechanics (as opposed to 19th century electromechanics) claims 
that correlations have a physical reality and that to which they correlate does not, as 
Karen Barad (2007) put it, this resonates with Spinozism as it somehow resonates with 
contemporary bioart, epigenetics and environmental activism (to name just a few of the 
terrains where this is happening). Showing how semiochemicals and visual signs 
compose new bodies, create new alliances (a reproductive system that concerns a wasp
and an orchid, for instance) is equally connected to this philosophy. And when 
paleobiologists (for example, Simon Conway Morris) study the convergences between 
lakes, fishes, stones and weeds, but also wind and temperature, showing how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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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pheres, in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give rise to similar organic life forms 
(which are, interestingly enough, not genetically related), do not they also show us that 
Dualist thinking, in all of its appearances, is a fraud?

Chamovitz and Kohn, and many other thinkers and artists both within and outside of 
academia, are doing fascinating work with respect to questioning the modernism that is 
so deeply embedded in us. 
Nevertheless, when it comes to reconceptualising thought and the idea of thinking, 
Spinoza himself is still the most revolutionary of all thinkers. In his letter to Schaller, 
dated October 1674 (Letter LXII (LVII)), he claims that a stone too, while in 
movement, must be capable of thinking and knowing. The stone too, is responsive to its 
environment, undergoes transformations because of it, and does whatever lies in its 
power to persevere in its being!

The conclusion that freeing ourselves from Cartesian dualism means practicing the idea 
that “the order and connection of ideas is the same as the order and connection of 
things” (2p7). We must understand that “words are bodily movements”, as contemporary 
Spinozist Pierre-Francois Moreau (1994, 310, my translation) concluded, and that the life 
of democracy concerns a material organisation. All the dominant ideas in a particular 
era, while being present, produce new layers upon the earth, new strata upon which a 
new form of life might develop. All bodies and their ideas always naturally follow from 
a very ‘unforeseen’ series of materials that are not so much bound together because of 
their unity in substance (because we label them ‘organic’), but because they ‘share a 
childhood’, as I’d like to phrase it. Actively or passively, they have been functioning 
together, they relate, and somehow, it is according to this relation (only!) that they 
survive. Thus, although we have never been modern, as Bruno Latour has shown, in 
that its dualisms were based on wrong (Cartesian) ideas about the world (incertain et 
inutile, as Pascal already put it), all of these dualisms have been real in their 
consequences (and continue to be realised). The mass extinctions, the plastiglomerate that 
promises to be the new top layer of our earth, the large increase in atmospheric CO2…
all of the crises of today show us the perverse reality of Modernism. This is the 
paradox of our time; we have never been modern, yet we must search for a new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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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ive in the Ruins of Modernism, which are everywhere. Of course, it may very well 
be that we will not succeed… 

Perhaps Kohn’s writings on animated landscapes, combined with the Garonne river in 
Michel Serres, show us most convincingly how we are immersed in animated 
landscapes, how animated landscapes are immersed in us, and how this relation causes 
thoughts and ideas to appear within this immanent individuality that is both inside and 
outside of us. It shows us how the immanent bodies and their ideas of the 
contemporary cannot and should not be divided into organic or inorganic, natural or 
technical, actual or virtual, or indeed, any of the oppositions according to which 
Cartesianism organises the earth.
It shows us the impossibility of any humanism that starts from a ‘human’ perspective 
and refuses relations. We have always been necessarily before Humanity; we have never 
even been human.

Let me phrase this in a proper new materialist fashion: No one was ever human by 
birth, but shared a childhood with all that was taken up in the surfaces of our life. 
Refusing to accept ‘Man’ as its point of departure, Spinozism cannot but conclude that 
all bodies are necessarily good in themselves and search to increase their particular idea 
of goodness by creating new alliances, new resonances with bodies that are good to 
them, that increase their power to act, that aim to exist only from the necessity of
their own nature and are determined to action by themselves alone.

Spinozist materialism, revived since ’68, started with strong advocacy for humans that  
did not fit our definition of ‘man’, thus rethinking the female, the coloured, the aged, 
and the sexed, but also the sick, the wounded, and the traumatised, after which it 
turned to the animal, the natural, and the non-organic bodies.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thinking, if done well, is done not so much in relation to the dominant 
forms of power (contrary to, critical thinking, or Cartesianism, which offers us only 
philosophies of liberation, a relative change). Spinozist materialism has, also since ’68, 
lived as a nomadic and inclusive entity in itself, actualising wholly other landscapes, 
wholly other forms of life about which we were previously unaware. Braidotti 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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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inozist philosophy of the body asks us to always write beyond the human condition. 
A true philosophy of freedom. This not so much a task, solely, for ‘the marginal 
groups’ of society; it concerns all of us. Or better, it concerns all realisations of us/in 
us/with us.

It is time to understand the unprecedented power of the undercurrent, this burst of 
creativity that proceeds in philosophy and that materialises in the arts, as well as the 
joy and freedom it has to offer to all individualities. Let me therefore come back to 
Serres’s claim posed above: “When I think, I become what I am thinking” (Serres, 
2015, 21, my translation), the motto of the geophilosopher who has nothing less than 
the entire earth as its virtual body. With a body that soft, that transformative, that 
ghostly perhaps, the geophilosopher has the power to traverse all that matters. The 
geophilosopher offers us an idea of thinking that perhaps comes closest to a 
post-Cartesian version of what once was called ‘metempsychosis’ of the Pythagoreans in 
antiquity and that can best be summarised by the following phrase from Empedocles: “I 
was in other times a boy and a girl, a bush and a bird, a silent fish in the sea…” 
(quoted in Simondon, 2011, 22, note 2). Particularly in its modern (19th century) 
readings, which implicitly accept chronology as the one and only nature of time, 
metempsychosis is associated with reincarnation (and with non-modern forms of thought 
such as Buddhism and Hinduism).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to ridicule metempsychosis on the basis of Modernity’s 
premise that the human mind equals the human brain, and that Human Thought should 
be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for knowledge and the paradigm for knowledge” 
(Gaukroger, 1989, 50),which is how metempsychosis is discussed in the writings of 
Proust, Melville, Pynchon and Joyce. Let us rather follow Borges, who saw that the 
bullet that killed J.F.K. was an old one: “It was the silken cord given to viziers in the 
East, the rifles and bayonets that cut down the defenders of Alamo, the triangular blade 
that slit a queen’s throat, the wood of the Cross and the dark nails that pierced the 
flesh of the Redeemer, the poison kept by the Carthaginian chief in an iron ring on his 
finger, the serene goblet that Socrates drank down one evening” (199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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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thing ‘human’ or even organic about metempsychosis. A soul, an idea, a 
conatus must transform in order to secure its own survival. And in doing so, it is in no 
way restricted by our humanist taxonomies (why could not the bullet turn into the 
staircase? (Borges, 1998, 116)). In an introduction to general psychology by Gilbert 
Simondon written in 1967 (2011), this revitalisation, this fully transformative definition 
of the soul, is already suggested, adding to it (and making sure) that after modernity 
(after Cartesian Humanism, after Critical Thinking), it is the immanent mapping of 
sameness that marks contemporary metempsychosis, which forces the mind to travel 
continuously, thus creating new alliances and new ideas. It is time to come to the bitter 
conclusion that the only truly sustainable idea that Modernity has left us is waste. 
Travelling chaos, the unterritorialised world: it is through the creative production of 
matters and ideas that new ways of life come into existence in relation to the new 
earths that they inhabit. These are different times, perhaps, as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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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공동체

'리라와 활: 인본주의와 기술'에서 발췌

우리는 어째서 "모더니스트" 인본주의에 작별을 고해야 하며, 인류와 기술에 

관하여 좀 더 고전적인 방식의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릭 돌핀(위트레흐트대학교)

서양 철학에서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코기토(cogito)”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개인과 나머지 세계 전체를 구분한 데 기반한 것으로 모더니스트 인본

주의(modernist humanism)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인간을 기타 유형의 생물과 대립시키고 있다. 모

더니스트 인본주의는 동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얻으면서 여전히 “현대의 사고(modern think)”를 

지배하는 모델이 된 듯하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모더니스트 인본

주의는 생태적 위기, 사회 위기, 정신(mind)의 위기 등 다수의 위기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고(thinking) 방식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바뤼흐 스피노자(Benedictus de Spinoza)의 저서에서 훨씬 폭넓은 사고방

식(고대 및 비서양적(non-western)의 사고방식과 광범위한 유사성을 지님)이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individual)”에 대해 스피노자가 말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첫째, 스피노자에게 개인은 하

나로 기능하면서 자체적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individual)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들로 구성된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구름

이나 섬, 교점 지역이나 생태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과 식물 간의 연대 관

계(예: 말벌과 난초), 구름과 인간 간의 공감, 또는 바테손(Bateson)이 일컫기를 나무가 쓰러지는 

현상에서 오는 시스템(즉 “나무-구멍-골-도끼-그루터기-나무”와 쓰러진 나무에서 나오는 물질적 집합

체 간 시스템)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시스템 또한 하나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바테손(2002)

은 “일체로부터의 사고(thinks from its oneness)(서로 기능하는 일련의 전환(transformation))”를 반

복해서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 신경학의 발전에서도 전환 과정(transformation process)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순수히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뇌에서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신경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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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내 지배적 편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러하다. 

이 같은 전환의 과정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철학자는 미셸 세르

(Michel Serres)이다. 셰르는 가론느(Garonne)의 강둑을 따라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가론느를 하나

의 강이 아니라, 현재 주거지인 빈센느(Vincennes)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의 필연적 동반자이

자 누이, 어머니, 친구로서 보고 있다. 셰르 안에서, 즉 그의 몸과 정신에서 가론느 강은 항상 흐르

고 있으며, 이에 필연적으로 가론느는 셰르의 모든 생각에 항상 반영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셰

르의 모든 개념에서는 가론느가 객체(object)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셰르, 2015, 21, 자체 번역).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생하

는 아이디어는 통합된 몸체, 확립된 일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 몸체를 하나의 대상으로서 지닌

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스피노자 및 스피노자의 저류(底流, undercurrent)를 물질주의적일 수 밖에 

없는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여기서 사용한 “물질주의”에는 중복적 의미가 있다: 데카르트 주의

에서 벗어나 기하학(“주체(subject)”라고 부르는 시작점이 없고, 이와 관계하여 “대상(object)”이라고 

부르는 위치가 없음)에서 시작하는 의미와, 관심 대상의 문제 및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번역되는 내

재(immanence)에서 시작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들 간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 ‘문제(matter)’라는 명

사와 ‘문제가 된다(matter)’라는 동사는 결국 동일한 것이다. 

우리 시대의 두 가지 사고방식(데카르트식 비판적 관점과 스피노자식 유물론) 사이에 극명한 차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주의한다. 좀 더 통찰적 

분석임을 고려할 때 처음에 스피노자주의는 상당히 데카르트식 성향을 띄었을 것이라 보며,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종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유명 과학 서적에서는 생물

학자들이 식물 이론을 “사고(thinking)”로 재개념화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 하는 데 스

피노자주의의 주요 형태가 보인다. 다니엘 샤모비츠(Daniel Chamovitz) 등과 같은 학자들은 식물이 

지각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이미 다윈을 통해 우리가 접한 바 있음), ‘식물이 인지한다(plants 

know)’고 주장하고 있다(Chamovitz, 2012, 137). 샤모비츠는 뇌, ‘의식(consciousness)’이나 ‘지식

(knowledge)’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 식물이 주변의 아로마에 반응하는 방식, 식물이 느

끼는 감화에 반응하고 중력과 ‘각자의 과거(own past)’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샤모비츠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주체사상(subjectivity)이라는 암묵적 데카르트식 아이디

어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가 식물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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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은 ‘그것의’ 색깔과 ‘그것의’ 형태 간 전환이다(따라서, ‘그것’이라 함은 식물을 다시 일

컫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연에 대한 대상으로서 기능하는 전체의 물질 집합을 일컫는다). 또

한 다른 예를 들자면, 생각은 태양과 식물의 잎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에두아르도 콘(Eduardo 

Kohn) 등의 인류학자가 숲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개하는 방식은 더욱 흥미롭다. 콘은 아빌리아

(에콰도르 아마존) 주변의 숲이 어떻게 활기를 띠는지 분석하고, 이들 숲이 “급박한 의미의 중심지”

로서 장소를 제공함을 강조하면서(Kohn, 2013, 72, 이탤릭체 추가), 스피노자식 내재(immanence)

의 기하학으로서 고대 영성(spirituality)의 물활론자(animist) 아이디어를 ‘포스트 올가닉

(post-organic)’ 신경 생리학과 결합하고 있다. 이는 브라이언 마쑤미(Brian Massumi)(2014)가 “창조

적 몸짓(bodying)”이라 부른 것과 “살아있음”으로서 그 몸짓의 실체를 보여준다(p.31). 

콘이 암시하는 바는 로시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 즉 ‘토착인

(indigenous)’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토착인은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에

게 가능한, 그리고 유일한 미래라고 덧붙이고 싶다. 

 

저류는 예기치 못한 방향과 차원을 넘나든다. 동시양자역학(19세기 전기기계와 대조)에서 상관 

관계는 물리적 실제를 가지고 카렌 바라드(Karen Barad)(2007)가 밝힌 것과 같이 이들이 관계를 

가지는 범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때, 동시양자역학은 스피노자 철학을 떠오르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스피노자 철학이 어느 정도 현대 바이오아트(bioart), 후성 유전학 및 환경주의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일부 분야의 예시에 불과). 이러한 철학은 신

호화학물질과 시각적 사인이 새로운 몸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연합체를 창조하는 방식(예를 들어, 

말벌과 난초에 관한 재생산 시스템)과도 마찬가지로 연결된다. 또한 고생물학자들(예: 시몬 콘웨이

(Simon Conway))은 호수, 어류, 돌, 그리고 잡초뿐만 아니라 바람과 기온 간 정합(convergence)을 

연구하여, 다양한 지리학적 위치에서 유사한 생태계가 유사한 유기적 생물 형태를 발생시킨다는 것

(흥미롭게도 유전적 관련성이 없더라도)을 보였는데, 이들은 이원론자(dualist) 사고가 겉으로 보이

는 모든 데서 거짓임을 밝히지는 않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한 모더니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샤모비츠와 콘뿐만 아니라 

학계 내외의 기타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의 재개념화

와 사고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스피노자는 그 자체로 모든 사상가 중 가장 혁신적인 학자이다. 

1674년 10월 15일에 샬레에게 보낸 서신(서신 LXII (LVII))에서, 스피노자는 돌마저도 이동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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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인지의 능력을 반드시 갖는다고 전하고 있다. 돌 역시도 주변 환경에 대응하고, 이 때문에 

전환의 과정을 겪는 것이며 돌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으로 무엇이든 하게 된다

는 것이다. 

데카르트 이원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결론이 시사하는 바는, “사상의 질서 및 

연결이 사물의 질서 및 연결과 같다”(2p7)는 개념을 실천하는 데 있다. 동 시대 스피노자주의자인 

피에르 프랑수아 모로(Pierre-François Moreau)(1994, 310, 저자 번역)가 결론 내린 바 있듯이 “단어

의 일체적 움직임(bodily movement)”과, 민주주의의 삶이 물질적 유기체와 관계한다는 것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시대에 지배적인 모든 사상은 현존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삶이 생겨날 

수 있는 지구상의 새로운 층, 새로운 지층을 만들어 낸다. 모든 신체와 사상은 ‘미리 알 수 없는’ 

일련의 집합체이자 서로의 연계성이 매우 밀접하지 않은 물질들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본 

저자가 구사하고자 하는 바로는 이들이 ‘어린 시절을 공유’하면서 물질로서 통합(우리가 ‘유기적

(organic)’이라고 이름 붙인 것)되기 때문이다.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모든 신체와 사상은 서로 기

능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브루노 라투르 

(Bruno Latour)가 밝힌 바와 같이, 이원주의가 세계에 대한 잘못된 (데카르트식)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결코 ‘현대(modern)’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파스칼(Pascal)이 이미 강조

한 바 있는 무의미(incertain et inutile)의 측면). 그럼에도, 이들 이원주의 사상 모두는 그 결과에 

있어 실제(real in their consequences)이며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다). 집단 멸종, 우리 지구의 새

로운 지층이 될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티글로머리트(plastiglomerate),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등 

오늘날의 모든 위기는 모더니즘의 역설적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현대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는 현시대의 역설적 상황에서, 도처에 존재하는 모더니즘의 폐해 속에서 살아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물론, 성공하지 못할 확률도 높다. 미셸 세르의 가론느 강과 일맥상통하는 콘의 생동

적 환경(animated landscape) 관련 글에서는 우리가 생동적 환경에 어떻게 몰입하게 되는지, 생동

적 환경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녹아 드는지, 그리고 이 같은 관계가 어떻게 사고와 사상을 가져오

고, 이들이 다시 우리의 내부 및 외부 모두의 내재적 개인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 동시대인의 내재적 몸체와 그 사상이 유기 혹은 무기, 자연 혹은 기술, 실제 

혹은 가상, 나아가 데카르트 주의에서 지구 구성에 다른 모든 대조적 대상들 간 구분을 어째서 할 

수 없고,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를 새로운 물질주의적 방식으로 적절히 표현해 보고자 한다: 그 누구도 출생은 인간(hum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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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지만, 삶의 모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든 것과 어린 시절을 공유하였다. 스피노자는 ‘인간’

을 출발점으로 삼기 거부하면서, 모든 몸체가 반드시 스스로 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시 말

해서, 몸체가 이로운 것들과 새로운 동맹 및 공명을 창출하면서, 각자 특정한 ‘선(goodness)’의 사

상을 제고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로운 것들은 몸체가 행위하는 힘을 강화하고, 각자 

자체의 자연적 필요에 따라서만 존재하고자 목표하며 스스로에 의하여 행동하고자 결정된 것이다. 

스피노자 철학의 물질주의는 68년부터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여, 우리가 정의하는 ‘인류(man)’에 

‘인간(human)’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강력한 옹호론인 시작되었고, 따라서 여성, 유색 인종, 

노인, 성별뿐만 아니라, 질병, 부상이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이들에 대하여 생각의 전환

(rethinkg)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동물, 자연 및 비유기적 몸체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생각의 전환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지배적 힘의 형태와 관련성이 적음을 유념하는 것이 중

요하다(비판적 사고나 자유의 철학인 상대적(relative) 변화만을 우리에게 제시한 데카르트 주의와는 

반대되는 것). 또한 스피노자 철학의 물질주의는 68년부터 스스로 유목자적이며 포용적인 실체로서 

존재해 왔으며,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기타 전체의 주변 환경 및 전체의 삶의 

유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브라이도티(Bridotti)가 옳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몸체(body)라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조건을 넘어선 글을 쓰도록 한다. 진정한 자유의 철학. 이는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관한 것이다. 혹은 모든 우리 내부와 우리와 함

께하는 것들 간 모든 현실화(realisation)에 관한 것이라는 표현이 더욱 나을 수도 있겠다. 

우리 의식의 밑에서 흐르는 저류(底流, undercurrent)의 전례 없던 힘을 이해할 때이다. 이는 철

학에서 나와 예술로서 구체화되는 창의성의 폭발이자 모든 개인에게 주어져야 할 기쁨과 자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에서 설명한 세르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자.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된다”(Serres, 2015, 21, 저자 번역)라 함은 이 지리철학자가 가상의 몸체로서 전 지구보다 절대 

작지 않다는 신조다. 유연하고, 전환적인 몸체로써, 그리고 아마도 영적으로 지리철학자는 모든 물

질들을 변환할 힘을 지닌다. 우리가 한 때 부르길, 지질 시대 피타고라스인들의 윤회설

(metempsychosis)에 대한 포스트-데카르트식 버전과 가장 유사할 수 있는 사고의 개념을 이 지질

철학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며, 이는 엠페도클레스의 다음 구절로 가장 적절히 요약할 수 있다: 

“나는 때때로 소년이기도 하고 소녀이기도 했다. 덤불이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했다. 바닷속 조

용한 물고기이기도 하고...”(시몬돈(Simondon), 2011, 22, 주 2에서 인용). 특히 연대기를 유일한 시

간의 본질이라 명시적으로 수용하는 현대(19세기) 서적에서, 윤회는 환생(reincarnation)(및 불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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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 등 비-현대식 사상의 형태)와 관련된다. 

프로스트(Proust), 멜빌(Melville), 핀천(Phnchon), 조이스(Joyce)의 저술 중 윤회를 논의한 데에

서, 인간의 정신이 곧 인간의 두뇌이고 인간의 사고는 ‘지식의 출발점이자 지식에 대한 패러다

임’(Gaukroger, 1989, 50)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모더니즘의 전제에 기반하여 윤회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보다는, 존 에프 케네디를 죽인 총알을 오래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

로 본 보르헤스를 따르고 싶다: “그 총알은 동쪽의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비단 끈이었고, 알라모의 

수호자를 죽인 소총과 총검이었으며, 여왕의 목을 벤 삼각의 칼날이었고, 구세주의 살을 찔렀던 십

자가 나무이자 검은 못이었으며, 카르타고 수장이 손가락의 철 반지에 보관하고 있던 독이었으며,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저녁에 고요하게 마신 술 한잔이었다.” (1998, 326) 

 

윤회에 관해서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유기적(organic)’이라는 의미도 없다. 영혼, 사

상, 자존성 전환되어야만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본주의의 분류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위의 총알이 계단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도 않은가?)(Borges, 1998, 116). 

1967년에 쓰인 길버트 시몬돈(Gilbert Simondon)의 일반 심리학 소개에서(2011), 이 같은 환생과 

영혼의 온전한 전환적 정의가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더하여, 모더니티 이후(데카르트식 인

본주의 이후, 비판적 사고 이후)에, 윤회에 따라 심(心, mind)이 지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새로운 연합체와 새로운 생각이 창출된다는 동시대적 윤회를 표현한 동질성(sameness)의 내재

적 도식화가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더니티는 폐물(waste)이다”를 유일하고 진정한 지속

가능의 개념으로 보는 쓰디쓴 결론에 도달할 때이다. 카오스의 이동, 영토로 구분되지 않는 세계: 

이는 물질과 생각이 위치한 새로운 지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존재하게 되는 창조적 

생산을 통한 것이며, 언제나처럼 다른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 인문가치 학술 2 |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157



158

 Participants Information

Full Name Hee� Sung� Keel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Sogang� University

Current 
Position

Professor� Emeritus

E-mail address heesung@sogang.� ac.kr

Area of 
Expertise

Comparative� religion,� Buddhism

Education

-� 1977:� Ph.D.�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HarvardUniversity.

-� 1971:� M.Div.� Theology,� YaleDivinitySchool,YaleUniversity

-� 1968:� M.A.� Philosophy,� SeoulNationalUniversity

-� 1965:� B.A.� Philosophy,� SeoulNationalUniversity

Work 
Experience

 Title Information

Subject Title

Keyword



| 인문가치 학술 2 |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159

 참여자 정보

성    명 길희성

국    적 대한민국

소    속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대학민국학술원 회원

현 직 위 사단법인 심도학사 원장

이 메 일 heesung@sogang.ac.kr

전문분야 불교철학

학   력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졸업

-�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부 졸업 (M.Div.)

-�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Ph.D� 비교종교학)

경력사항

-� 미국 St.� Olaf� 대학 종교학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 서강대학교 교수,� 명예교수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발표 정보

발표제목 비교 종교적 관점에서 본 환경생태계 위기의 문제

키 워 드 산업화,� 자원관리,� 심층생태학,� 인간중심주의,� 본유적 가치,� 소승불교,� 대승불교



160

비교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환경생태계 위기 

길희성(서강대학교)

올 여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폭염,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달렸다. 수많은 인

명 피해가 있었으며 수백만을 헤아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동물들까지 전례 없는 수난을 당했다. 경

제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

다. 하지만 이 경제성장의 열차는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질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환경생태

계 문제도 이미 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들의 사치일 뿐, 이른바 ‘저 개발’ 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이 여전히 경제성장에 몰두하고 있다. 

이 근본적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묘안이 없는 것 같다.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은 

억울하다고 아우성친다. 이제 겨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두

라니, 재고 해보라니,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항의한다. 환경생태계 위기의 문제

는 우리에게 사치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좀 막말로 하자면, “똥 싼 놈들은 따로 있는데, 우리더

러 치우라는 말이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환경생태계 위기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도 못한다. 아직도 위기의 실체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그 가운데는 세계 최강국이자 최고의 소비국가인 미국 대통령도 있

다. 실제로 그는 어렵게 체결된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하는 만용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여

하튼 몇 세기 간에 걸친 전 세계적 산업화가 초래한 기후변화/기상이변이 우리들의 삶에 막대한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환경생태계 문제는 이제 누구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21세기 

최대의 화두로 대두되었고, 종교계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산업화는 에너지의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대가로 하여 인간에게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

었지만, 이제는 지구라는 시스템이 더 이상 감당할 수준을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인간과 뭇 생명들

이 수 천 년, 아니 수 만 년을 살아온 안정된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현대문

명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 산업화의 열차를 계속 타고 달리지도 못하고 뛰어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소비를 많이 해도 탈이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되는 

일상적 딜레마에 현대인들은 빠져 있다. 산업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을 절대가난에

서 벗어나게 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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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 인류는 산업화의 대가를 본격적으로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

르렀다.

산업화는 한편으로는 빈부격차를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환경생

태계 위기를 초래하면서 인간뿐 아니라 뭇 생명들에게도 전대미문의 위기를 초래했다. 프랑스 경제

학자 피케티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화를 이미 어느 정도 성취한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도 자본소득

이 임금소득을 점점 더 큰 차이로 능가해왔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극복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

고 한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우 다 잡고 중진국 내지 선진국 문

턱에 와 있다고 하지만, <복지>와 <사회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

으로 이제는 이에 더해서 환경생태계의 위기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시급한 화

두로 등장한 것이다. 이제 환경생태계 위기에 더 이상 에너지 절약이나 대체에너지/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이른바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점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개발에 따른 지구환경의 파괴와 이에 따

른 급격한 기후변화 내지 이상기후의 문제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년, 아니 

수억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출현한 종들이 급속히 사라지게 하는 형국에 이르렀고, 지구라는 특

별한 별이 더 이상 뭇 생명체들을 품고 기르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

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동물의 대량사육을 위해 산림들이 초지로 마구 전용되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경제 발전의 논리에 밀려 막대한 습지와 농지들이 사라지고 뭇 

생명체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종들이 사라지면서 종

의 다양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지구는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는 세계로 변

할 것이 라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3백년간 맹목적이고 무차

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산업문명의 일대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진국들을 중

심으로 하여 세계가 이미 고도 산업사회, 4차 산업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도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과정이 멈출 수 없을 것이다.

환경생태계의 위기가 단순히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과 같은 자원관리차원의 대응으로

는 해결될 수 없다는 여러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르는 급격한 기후변

화, 가속화되는 극지권의 해빙 속도, 오존층 파괴,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 등은 이

런 주장과 경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세계와 인생을 보는 우리의 근본적 인식과 삶의 태도와 가치

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사회에서 길들여진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일대전환이 일

어나지 않는 한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심층생태학(depth ecology)자들의 경고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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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현대문명의 봉착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너무 늦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편리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급

격히 바꾼다는 것은 일반 대중이 따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너무나 어려운 처방이라는 데 문

제가 있다.  

종교계 역시 21세기 문명의 최대 과제로 등장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되

었다.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종교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세계 종교계는 지금껏 겪

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는 

이 문제가 종교계에서도 최근에야 관심을 끌기 시작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종교들이 교육과 의식화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삶의 태도와 방식

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종교적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종교계 역시 익숙한 

전통적인 메시지와 교리에 대한 과감한 재평가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종교가 환경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자원관리 차

원의 실천운동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가 길들여졌던 편리하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그 배후

에 깔려 있는 인간중심적인(anthropocentric)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과감한 전환을 도모하는 데 있

다. 심층생태학적 통찰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할만한 가치 – 혹은 이유, 목적, 

권리 등 다른 표현들도 가능하지만 – 즉 본유적 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다는 명제다. 이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인간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다. 심층생태

주의자들 가운데는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 평등주의(species egalitarianism)를 주장하

는 극단적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러한 극단적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생태계

의 위기와 종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인간만이 뭇 생명체를 품

을 수 있고 생태계 위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는 자연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태도, 다시 말해 애당초 자연계의 순환적 질서를 파괴한 병을 준 것이 인간인데 아

직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궤변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

난을 받을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란 생태학적 술어로 표현하면, 자연계의 모든 생명이 본유적 가치

와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유독 인간만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타 생명을 착취하기만 하지 그들에게  전혀 수단적 가치가 전혀 없는, 아니 차라리 애초부터 존재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존재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극복

하고자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역설적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변이 ‘병 주고 약 주

는 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인간중심주의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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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인간중심주의’를 지지한다. 

세계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인간중심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오래전부터 환경생태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고 기독교 신학자들 자

신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우선 기독교는 신에 대한 인격적 혹은 신인동형론적(anthropomorphic) 언

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독교를 인간중심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지 혹은 ‘어머니’라 부르는지는 단지 언어나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신학적/신앙적 결과를 낳

는다는 여성 신학자들의 통찰과 유사하다.  

기독교가 인간중심주의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서의 <창세기> 창조설화가 처음부터 하

느님과 자연과 인간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에 잘 드러난다. 창조설화로부

터 전개되기 시작해서 성서 전체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원사적 드라마/역사

(Salvation history)의 이야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우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성서적 신앙이 인간의 구원 문제에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식이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 신앙의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세계도 변하고 종교도 - 정확히 말해, 기독교 신앙의 이해 – 변하고, 또 변해야만 

한다. 

첫째, 하느님은 인간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Creator God)으로서,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은 모두 그 본성이 좋다, 선하다(good)는 것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다. 세계만물이 모두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든 인간의 몸과 자연적 욕망이든 그 자체는 악이 아니고 선이라는 생각을 반영한다. 창

세기 기자는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느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 이 말은 만물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았다 – 유용하

다, 이롭다 등 - 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

면,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좋고 존재할만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

생태학적 용어로는, 만물이 각기 그 자체의 본유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근거하여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redemption)보다는 하느님의 창조

(creation) 세계에 초점을 두는 ‘창조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둘째, 성서적 인간관과 세계관은 물질세계나 인간의 육체 자체를 악하다거나 힌두교 일각에서처

럼 허망한 환상(illusion)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느님의 보편적 섭리와 관심, 돌봄과 사랑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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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이런 물질관/세계관이 지닌 의의는 매우 크다. 힌두교나 불교, 그리고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영지주의(Gnosticism) - 궁극적으로 인간의 몸(soma)을 무덤(sema)으로 간주하는 플라톤 사상

에 기초하는 - 가 물질계를 탈출해야 하는 악 내지 감옥과 같이 여기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관은 단지 인간의 구원만 말하지 않고 세계 자체의 구원

(redemption of the world)을 종말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종말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겟돈과 같은 세계의 대재앙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그 반

대이다.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가(new creation) 실현되는 순간을 가리

키기 때문이다. 사실, 전 지구적인 대재앙의 가능성은 기독교 종말론이 아니라 핵전쟁 아니면 환경

생태계의 위기에서 올 가능성이 더 많다. 기독교의 종말론적 신앙은 세계 자체가 새롭게 되는 우주

적 구원에 대한 신앙인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세계 자체의 구원이라는 긍정적 사고

는 최후심판의 사상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뿐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 등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유일

신종교 모두가 믿는 공통의 신앙이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도 물론 이해 여하에 따라서는 세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 내지 도피주의를 낳을 수도 있다. 개인의 죄 사함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구원에 치중하는 복음주의 신앙, 하느님의 나라(Kingdom of God)라는 종말론적 실재를 현세와 무

관하게 순전히 도피주의적인 신앙으로 이해하는 구원관은 현세를 죄악세상으로 간주하고 떠나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도피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타계주의적 신앙에서는 환경생태계의 위

기와 현세의 문제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개인의 사후 구원에만 관심을 쏟게 된다. 사회정의나 환경

생태계의 위기 같은 문제는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세계의 구원’을 물질계 자체를 악한 것으

로 여기고 정신/물질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물질계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으로 간주하는 ‘세계로부터

의 구원’(redemption from the world)을 추구하는 종교들과 구별한다. 가령 플라톤주의나 데카르트 

철학이나 영지주의, 그리고 인간의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 지배하고 있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

나는 열반을 속세와 이원적 대립관계로 보는 소승불교, 혹은 물질계를 단지 인간의 무지가 빚어낸 

환상으로 간주하고 물질계나 인간의 몸을 구원에서 아예 배제해버리는 성격이 강한 힌두교 신학 

일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대상세계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一切唯心造)으

로 간주하는 대승불교의 유식(唯識) 사상 같은 것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물질계 자체

를 탈출해야만 하는 악, 혹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폄하하는 종교가 다양한 존재들이 아름다운 조

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생명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과 자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 

자체를 단지 벗어나야만 하는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한, 자연계에 대한 적극적 가치와 의

미를 부여하는 환경생태적 관심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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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추구하는 출가자들의 불교 이야기이다.  

불교는 실제 삶의 태도와 윤리 면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

은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하는 오계(五戒) 가운데 첫째 계(戒, sila 

도덕)로서 불살생(不殺生, ahimsa)의 계이다. 불살생은 비단 인간 생명뿐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살생, 더 넓게는 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발적이

든 강요된 것이든, 모든 살생을 금한다. 여기에는 불교의 윤회관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

간은 자신이 지은 현세의 업(業, karma)에 따라 내세에는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 모든 생명이 

육도(六道) 윤회의 운명에 동참한다는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불교 윤리는 또 고통

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慈 maitri와 悲 karuna)심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불교

의 가르침은 탐욕이 난무하고 끝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을 멀리하고 

자족과 절제를 중시하는 소박한 삶을 권하는 윤리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또 무소유의 삶,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하는 스님들의 생활방식 또한 생명을 존중하고 키우는 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불교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영원불변한 자아

(atman)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설(無我說)이다. 인간은 다만 수시로 변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들(五蘊) - 色, 受, 想, 行, 識 – 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무아설은 대승불

교에 이르러 더 확대심화 되어 어떤 존재든 타에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의타적(依他的) 

존재들이라는, 다시 말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성(自性)과 실체성을 결여한 존재들이라는 공

(空, sunyata)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이 사상은 대승불교에서 생사와 열반, 진과 속이 별도로 존재

하는 세계가 아님을 말하는 존재론으로 이어졌다. 소승불교의 세계관과 달리 이러한 대승불교의 가

르침은 환경생태적 관심에 대해 매우 소중한 긍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승불교의 무아

설과 연기(緣起) 개념을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인간의 존재양상을 넘어 사물 일반

에 대한 통찰로 확대한 대승불교의 존재론은 환경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하다. 특

히 진과 속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있을 수 없다는 이사무애(理事無礙),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현상과 현상 혹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도 아무런 막힘이 없다는 사사무애(事事無碍)의 진리/실상

을 강조하는 화엄(華嚴)사상은 모든 생명이 거미줄 같은 생명의 사슬(web of life)로 얽혀 있음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생명관과 잘 어울린다. 실제로 화엄사상의 전통이 강한 한국불교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진리에 기초하여 화엄적 세계관 내지 존재론을 적절한 비유로 표현하는 인다라망(因陀羅網, 

Indra’s Net) 개념에 의거하여 생명공동체를 살리는 환경생태계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화엄

사상이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뭇 생명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생명윤리를 위한 존재론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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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진과 속의 세계를 이원적 대립과 차별적 시각에서 보는 견해를 벗어나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

라는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진리를 설하는 대승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 

사상까지 설한다. 우리가 보는 현실세계는 대립과 갈등, 소외와 다툼의 세계이지만, 부처의 마음 – 
진심, 불성, 여래장 – 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불성(佛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佛性內在論) 성스러

운 존재들이고 산천초목이 다 불성의 현현(佛性顯在論)이라는 긍정의 논리를 전개한다. 이런 사상

은 자칫하면 선악시비를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품는 천박한 현실긍정의 논

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그 본뜻은 우리 인간의 좁은 안목과 편견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넓은 

부처의 안목으로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사상이다. 인간의 허망한 분별심이나 망

심(妄心)으로 세계를 보지 말고 부처의 참다운 마음 즉 진심(眞心)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부처 아

님이 없다는 긍정적 사고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생명을 품는 환경생태 운동을 펼쳐야 한다

는 당위를 말하고 있다. 

화엄사상과 기독교의 종말론적 사고 사이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말론적 사고

에서는 사사무애의 진리는 사후에, 혹은 부조리한 인간의 역사가 종말을 고한 후에, 하느님의 나라

에서야 이루어지는 만물의 보편적인 막힘없는 소통과 화해이지만, 화엄사상이나 선불교에서는 이러

한 보편적 화해의 공동체가 인간의 무지와 편견을 제거하기만 하면 이미 현존하고 있는 사물의 실

상(實相)이라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둘이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다. 양자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만 환경생태계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는 일치하

기 때문이다. 대승불교는 몰트만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위자연(無爲

自然)의 삶을 강조하는 도가(道家) 사상처럼 ‘세계 속에서의 구원’(redemption in the world)을 추

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선(禪)불교는 물질세계에 대한 부

정적 사고에 치우친 인도불교와 달리 대승불교 사상과 노장(老莊) 사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장 

중국적이고 동아시아적인 불교 철학이다. 사실 선불교만 자연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출가자들의 

수행은 물론 주로 승가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상좌불교 문헌 가운데는 수도자들

이 숲속에서 홀로 나무와 동물들, 물과 바위 등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면서 누리는 행복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자연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친화적으로 사는 불교의 정신은 특

히 주로 깊은 산골에 자리 잡아온 우리나라의 산사들이 처한 환경 속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절들은 가난했던 시절 산림보호에도 적지 않을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결론적으로, 현대종교들은 교리와 사상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 종교전통의 유연한 



| 인문가치 학술 2 |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167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오래된 종교, 아무리 신성한 전통이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절대 명령을 외

면하면서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구가 더 이상 뭇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화해버리는

데,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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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공동체의 철학적 기초

-생태 중심주의 VS 인간 중심주의?-

황경식(서울대학교) 

지구촌에 생존하는 인간을 위시한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우리들의 담론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들 중 하나는 그와 같은 

생명 공동체의 철학적 기초를 따져보는 문제일 것이다. 물론 철학적 논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

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관련된 각론적 사안들을 다룸에 있어 중심이 되는 원론

적 기반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일상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 철학 

내지 환경 윤리학이 과연 무엇인지는 그리 명료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들은 물고기가 모두 죽어

갈 정도로 강물이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합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죽인 그 물고기가 침해되어서는 안될 생명권을 갖기 때문인가? 아니면 물고기나 강물이 

오염 되어서는 안될 본질적 가치를 갖기 때문인가? 혹은 우리가 강물을 오염 시킴으로서 간접적으

로 인간에게 해악을 유발하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란 말인가?

환경 윤리학(environmental ethics)이나 혹은 생태 윤리학(ecological ethics)에 대해서는 세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일반적인 한 가지 입장은 생태학이

나 유기적 자연관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윤리,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윤리가 아닌 보다 근본적

인 자연 중심적인 혹은 생태 중심적인 윤리(ecocentrism)의 전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덜 극단적인 두 번째 입장은 비록 생태학적 연구가 새로운 윤리의 전개를 필요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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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 그것은 보다 덜 극단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윤리, 즉 생태학적 방향정위와 생태학적 인

식을 가지고 종래의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규범 윤리, 이를테면 동물 중심적이거나 생

명 중심적인 윤리(biocentrism)의 전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입장은 생태학적 연구가 중요하기는 하나 그로 인해 윤리학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우리의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합당한 규범 윤리학, 그런 의미

에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그러나 인간 중심적인 윤리학(anthropocentrism)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새로우면서도 비인간 중심적인 윤리를 내세우는 첫 번째 입장은 자연속에 내재하는 본

질적인 가치(intrinsic value)를 지적하며 따라서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현상 역시 존중받아 마땅하고 

인간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

한 입장을 내세우는 자들은 대체로 그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거나 정당 근거에 의해 옹호하기 

보다는 기존 윤리설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새로운 윤리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윤리학이야 말로 진정한 윤리학이라 말하고 있기는 하나 어떤 철학자도 

아직 그것을 체계적으로 진술하거나 옹호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예를 들어 루틀리 

부부(R.Routley, V.Routley)는 여러 논문에서 그러한 윤리학을 제시했으며 레오폴드(Aldo Leopold) 

역시 우리가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도덕 공동체에 포함시킴으로써 도덕 공동체의 성원 자격

을 확장하는 보존의 윤리(Ethics of Conservation)혹은 대지의 윤리(Land Ethics)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같은 주장을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의 보다 덜 극단적인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윤리 이론들을 개조하고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특히 생태학적인 가치들과 의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규범윤리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접근방식은 보다 더 극단적인 첫 번째 접근방식과 유사하게 전개되거나 첫 

번째 방식과 혼돈을 일으킴으로써 주장하는 학자 자신이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정한 동물들(일반적으로 감정을 가진 동물들)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거나, 유기체나 일부 자

연현상에도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대로 전혀 별다른 생태 윤리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보다 극단적인 주장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통 윤리학이 일부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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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도덕적 권리를, 다른 일부 유기체에게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생태학적인 가치관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보다 덜 극단적인 입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필자가 주로 옹호해 보고자 하는 세 번째 입장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서 별다른 생태윤리학 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연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권리와 의무는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 윤리설에 의해서도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

면 생태학이 윤리나 도덕에 깊은 의미를 갖게되는 까닭은 그것이 인간의 행위가 갖는, 예측하기 어려우

나 지극히 중대하고 미묘한 그리고 널리 미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종의 사멸, 자원의 고갈, 각종 오염, 급속한 인구증가 등 기술과 과학의 이용

에서 오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해로우며 위험하고 재앙을 몰고오는 현상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

나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있고 예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만이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환경에 관심을 갖는 도덕 철학자들은 생태학이 제공한 지식에 비추어서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합리적인 타산의 관점에 서는 물론 

보다 일반적인 도덕적 근거에서 그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3의 입장을 취하는 환경 

윤리학자들은 우리 자신 즉 인간 자신의 의무에 대한 그러한 재고와 관심이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

에 대한 보다 심각하고 철저한 관심을 함축한다는 취지에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환경 윤리학은 인간과 자연세계간에 성립하는 도덕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윤리적 제반 원리에 의거해서 전 지구적인 자연환경과 그 속에 거주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에 대한 인

간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해 주고자 한다. 인간 중심적인 환경윤리 이론은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도

덕적 의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인간 상호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제반 의무에서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인간 중심적인 환경 윤리론자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환경을 다루거나 그 속에 거주하는 인간 이

외의 존재들을 취급함에 있어 어떤 제한이나 제약을 부과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인류의 복리를 보존하고 증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류라는 개

념 속에는 제3세계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의 모든 인간들까지도 포함되

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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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 자살로 내몰리다!

김동현(한림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삶의 마감이라 할 수 자살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

고 있다. 자살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무질서적 자살, 그리고 운명론적 자살로 설명한 뒤르켐

(Durkheim)은 자살을 개인의 생물학적 또는 정신적 특징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사회적 요인을 자

살 원인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이홍식 등, 2012).

흔히 얘기한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리지 못한다고.. .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자살은 개인

적인 선택이고,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 ? 자살자

의 유서를 분석한 자살연구 전문가에 따르면, 이들이 남긴 유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자살에 이르기

까지 망설임의 시간이 보이고, 누군가와 소통을 원하고 있고, 남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것 

말고 다른 선택을 구하는 애절한 바램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자살은 어느 한 날 

갑작스럽게 결행하는 충동적 행동이 아니다. 특히 나이든 어르신의 경우 정말 오랜 시간 고민과 고

민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살은 오랜 시간의 자살생각과 성공하지 못하는 몇 차

례의 자살시도 끝에 도달하게 되는 최종 종착지가 된다. 따라서 자살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동

안 이들의 고뇌를 들어 주고, 보다 나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이들 

주위에 마련되어 있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

이와같이 다른 선택이 배제되고 단절된 상황에서의 선택을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 ? 이런 의미에

서 자살자는 자살을 선택했다기보다 “자살로 내몰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아닐까 한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우울중이 자살의 가장 큰 유발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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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근인(近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우울과 자살로 이르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原因)에 대

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자살이 집단 발병이

라 불리울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하는 양상은 자살 문제를 생물학적인 기전으로 설명하거나 한 개

인의 고유한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선을 넘어서서 사회적 관점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자

살은 한 개인의 행위이지만, 한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그 사회의 여러 문제가 함축되어 나타난 하

나의 지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2.� 몸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0,000명당 25.6명으로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에서 1위

이다. 한 해 1만 3천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36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2위인 헝가리(19.4명), 3위인 일본(18.7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OEDC 평균

(12.0)보다는 2배나 높다. OECD Health Data(2011)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서너 나라의 증가율도 2위인 칠레가 55%, 3위 

일본이 38%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154%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은 자살자 수가 많음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살자의 배후에는 엄청난 숫자의 자살예비군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즉 매

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2)에 따르면,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 

약 10%인 약 5백여만명이 지난 한 해 자살을 한 번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이들 중 약 33여

만명이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노인 자살률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남자 노인에서 자살률 증가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할 수 있다. 65

세 이상 남자 노인에서 2010년 인구 100,000 명 130명까지 치솟았던 자살률은 2016년 80명 수준

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타 OECD 국가 노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OECD 25개국의 

평균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2000년 22.5명에서 2010년 20.9명으로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34.2

명에서 80.3명으로 2.3배 증가하여, 일본 27.9명, 스웨덴 16.8명, 프랑스 28.0명에 비하여 약 3배 이

상이다(OECD, 2011년). 이웃 일본은 중년에서의 자살률이 노인보다 더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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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여년 전인 1990년경에는 연령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가 거의 관찰되고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자살률의 급증은 최근 10여년 새로이 나타난 현상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노인 우울증이 급증해서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노인들은 우

울해졌을까 ?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의 우울감 유병률은 1998년 

조사이후 큰 변동이 없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오히려 이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국가의 노인들과는 달리 극심한 빈곤에 높

여 있다는 경제적 현실과 관련해서 찾을 수 있다. 최근 46.7% 로 보고된 노인빈곤율(보건사회연구

원, 2016)은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5%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노인에서 자살률이 감소한 뉴질

랜드의 노인빈곤율 1.5% 와 비교해 보면 ‘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모든 노인 자살의 원인이 

‘빈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치솟는 노인 자살의 상당 부분은 

극심한 노인빈곤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지역별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몇 년째 자살

률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6년 인구 100,000명당 자살률은 충청북도가 27.5명으로, 가

장 낮은 서울특별시 19.8에 비해 40% 가까이 높다. 이는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모

든 연령층에서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높은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간 비교에서 노인빈

곤율이 높은 전라남도(74.6%)가 빈곤율이 낮은 충청북도(62.3%)에 비해 노인자살률(45명 vs 65명, 

per 100,000)이 낮다는 보고는 빈곤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간 유대와 지원자원이 노인자살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연관해서,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 생산성 가치 위

주의 경쟁사회에서 사회적 잉여 존재로 전락한 노인층에 대한 집단적 무관심(소외), 그리고 급속하

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인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이 높은 노인 자살률의 원

인(原因)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 까 한다.

이와 같이 노년층 자살의 급증은 우리 사회공동체 해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어 한국 사회

에 던지는 의미가 한층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종종 언론지의 머릿면 기사를 장식하는 젊은 

연예인의 자살이나 학교 폭력과 왕따에 의한 청소년 자살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많은 어르신들

이 ‘소리없이’ 자살로 여생을 마감하고 있다. 간병에 지친 어르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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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도 종종 언론 사회면 한 귀퉁이를 채운다. 20여년 자폐아 아들

을 보살펴 온 아버지가 간병에 따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였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맨 얼굴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는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 나라에서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더불어서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 나라에서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

리보다 노인인구가 많고, 치매 인구가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노인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바로 자살이 급증했다는 사실에서 드

러나듯이, 자살은 외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질환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충격은 우리나라만 당한 것이 아니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IMF 경제위기를 비슷한 시기에 경험하지만 자살률이 우리처럼 치솟지는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미국의 경우, 이로 인해 이전 추세 대비 인구 100,000명당 약 

0.5명의 초과 자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이전 연도에 비해 인구 100,000명당 5명의 초과 자살자가 관찰되었다.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

한 충격이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에 비해 10배 가까이 심하게 전달된 것이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전 지구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초과 자살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어찌 할 수 없는 이러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

는 사회적 안전 장치가 우리 사회내에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타난 결과로 보면, 우리 사

회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외부적인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없었고, 이러

한 장치 마련을 위한 정교한 사회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 장치 마련의 

전제는 생명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나눔과 돌봄을 위한 공동체성의 회복이

라 할 수 있다. 

3.� 나오는 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노인층은 어린 시절 전쟁을 경험하며 헐벗고 굶주렸지만, 70~80년대 경제 

개발시기 온 몸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일하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온 주역들이다. 지

금의 청장년세대는 사회적 의미에서 이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헌신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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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풍요로움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없을 것이다. 그런 그

들이 지금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의 출구전략은 ‘나이들어 병들면 자살이라도 해야 될 

듯’ 한 권유(?)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노인문제를 풀기 위해 전 사회적 지혜

를 모으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년 아차 하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가파른 비탈길처럼 되어 버렸다. 힘

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개인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정신차리라’는 말보다는 이제 이 비탈길을 

낮추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자살 급증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에서 촉발되었다면,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개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변화와 대응을 통해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자살

이라는 선택지를 너무 쉽게 내미는 한국 사회의 편이함(?)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지난 시기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성장과 발전의 의미에 대한 ‘과감한’ 성찰이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왜 사회를 구성, 유지하고, 왜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물어야 근본적인 why 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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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해석학과 생명 문화 

신승환(가톨릭대학교)

1.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란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생명이 무엇인

지는 전혀 자명하지 않다. 생명은 태어나 살다가 죽어가는 그 사이의 어떤 것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이 생명이기도 하다. 또한 문화와 사회, 역사란 것도 모두 이 생명의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그 생

명 안에서 의미를 지닌다.

선사시대를 넘어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자신의 삶과 죽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

에 대해 자신의 지성으로 질문하고 그 의미를 사유하기 시작했다. 역사는 이런 과정을 철학함이라

고 말했으며, 그 대답에 따라 다양한 철학의 형상이 자리했다. 철학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으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끝없는 논쟁이 이어진다. 심지어 이제는 철학의 비효율성은 물론, 철학의 종

말 담론까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해명

하는 지성적 과정이 철학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한 철학의 본질을 여기

서는 생명의 의미를 해명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지성적 과정으로 정의하려 한다. 생

명은 일차적으로 생물학적(zoe)이지만, 우리의 삶(bios)과 관련하여 문화적이며 지성적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을 모두 사유하려 하는 한 철학은 본질적으로 생명철학일 수밖에 없다. 

익히 아는 것처럼 18세기 세계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세계의 변방이던 유럽은 이

른바 새로운 시대, 근대를 맞이하면서 과학과 계몽주의라는 미증유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에 비해 그 이전 가장 강력한 문화를 자랑하던 동아시아 세계

는 정체되었고 심지어 문명이 퇴락하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 19세기에 이르러 진리의 준

거였던 성리학적 세계는 몰락하고 동아시아 세계는 거대한 야만과 폭력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되었

다. 마침내 유럽 세계가 삶과 생명을, 역사와 세계를 해명하던 개념이 동아시아 세계의 학문을 대

신하게 되었다. 이제 “존재와 이성” 개념은 우리에게도 절대적 준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생명철학은 생명에 대한 의미 해명을 통해 서구 철학의 이해 지평인 존재와 이성을 넘어 철학의 

새로움을 사유하는 지성적 작업으로 자리할 것이다. 35억년의 진화의 과정, 생명의 과정 끝에서 그 

스스로 생명의 일부분이며 그 결과인 인간이 생명의 의미를 해명하고 생명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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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처럼 근원적 의미와 대결을 펼치는 존재론적 작업에 따라 생명은 새로운 지평에 자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의 미래 역시 새롭게 결정될 것이다. 생명철학은 그 사유 작업을 전개하는 철학의 

새로운 이름이다. 생명의 끝자락에 선 인간의 철학함에 따라 생명은 새로운 의미와 미래를 지니게 

된다는 뜻이다. 생명은 그에 따라 파멸로 나아가거나, 또는 전혀 다른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도 있

게 된다. 생명철학은 그를 위한 생명성의 의미해명 작업이다.

2. 생명성을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를 위해 먼저 생명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5억년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이해

하지 않은 채 생명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명에 대한 선험적 이념의 

독단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명에 대한 자연과학의 지식을 수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요

한 것은 일면적인 과학주의에 경도된 생명과학의 자연철학적 경향을 비판하고, 그 안에 담긴 존재

론적 의미 결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E. 윌슨의 <사회생물학>이나 <통섭> 

논의에 담긴 생물학주의, R. 도킨스류의 몰형이상학적 진화생물학의 자연철학적 경향은 존재론적 

의미의 측면에서는 위험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하며 독단적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뇌

과학 지식의 일면적 해명은 인간을 단순히 생물학적 층위에서만 한정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명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해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

게 생명철학의 세 번째 과제는 생명성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설정하는 작업이다. 이것을 지구 생명

체의 공통된 특징인 1) 동근원성 2) 생명체의 동일성과 차이 3) 생명의 역사성에 대한 해석학으로, 

나아가 생명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 부여와 함께 생명체가 지닌 초월적 특성을 해명하는 다섯 가지 

존재론적 과제가 생명철학의 핵심에 자리한다. 

3. 동근원성은 생명체의 동일한 기원과 공생명성을 지닌 생명의 특성에 대한 해석학이다. 동일성

과 차이는 생명체로서의 생명이 지닌 동일성과 함께 그럼에도 지성적 과제를 수행하는 인간 생명

의 차이와 함께 생명체 일반의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사유이다. 그것은 또한 생명체의 본질적 한계

와 모순성에 대한 사유이기도 하다. 생명체의 태어남(탄생철학)과 죽음에 대한 해석학 역시 이 범

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생명체의 공동 기반인 생태계 문제 역시 생명철학에서 사유해야할 중요한 

주제가 된다. 생명체는 35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내면화하고 있다. 생명성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역사성/시간성에 대한 해석학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명의 존재성은 서구 철학의 오랜 성과

인 존재론을 바탕으로 생명존재의 의미론적 분석을 수행한다. 인간 생명의 경우 이 존재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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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네 번째 과제는 이러한 생명에의 존재론적 해석학을 수행

하는 작업이다. 마지막 과제는 생명에 대한 과학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생명의 

초월성에 대한 사유이다. 의미론적 과제를 수행하는 생명은 언제나 단적으로 초월성을 지향한다. 

그것은 결코 선험적 세계를 말하거나, 인식론적 범주가 아니라 생명 자체에 담긴 자신의 한계와 조

건을 넘어서려는 지향적 특성으로서의 초월성에 대한 해석학이다.

4. 생명철학은 이러한 근거해명을 통해 18세기 이래 동아시아 세계가 직면한 학문적 식민성을 넘

어서고 우리의 현재성을 사유하는 철학적 토대로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서구 근대성(modernity)을 감내하면서 극복하는 이후의 철학을 지향할 것이다. 세 번째 이 

철학은 일면적이며 맹목적인 과학주의를 넘어서는 철학의 새로운 사유 지평을 열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생명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근거 해명은 곧 새로운 생명윤리학의 근거가 된다. 철

학사에서 보듯이 윤리학은 언제나 형이상학적 근거정립을 통해서만 정립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 이 생명철학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적 전환을 위한 사유의 새로움을 정초할 것이다. 이미 

하이데거(M. Heidegger)가 수없이 강조했듯이 “다가올 사유”를 정립함으로써 우리는 문화적 전환의 

단초를 이 사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오늘날 맹목적으로 거론되는 

“posthumanism”을 넘어 새롭게 이해할 인간 이해의 새로움과 그 문화적 새로움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5.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철학적 토대를 결여한 채 일면적 산업적 관심과 자본주의적 맥락

에서만 거론됨으로써 그 문화적 전환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을 말하

지만 그 논의 역시 인간의 기계적 결합을 통해 초인류를 지향하는 “transhumanism”의 맹목적 사고

에 빠져들고 있다. 생명성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학을 통해 우리는 현대 문화의 일면성과 존재론적 

의미 결여의 위기를 넘어설 계기와 그 해석학적 지평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작업은 ‘BT’와 ‘IT’ 

문화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이를 토대로 하여 인간 이해의 새로움을 사유하는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 15세기 이래 유럽에서 형성된 인본주의는 유럽적 인간 이해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

다. 생명철학을 통해 새롭게 사유할 인간 생명의 특성은 생명의 감성과 삶의 이성을 포괄하면서 생

명의 초월성(영성)을 사유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는 일면적 이성중심과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앞

에서 말한 생명성의 다섯 가지 해석학적 작업을 토대로 생명의 의미와 초월성을 사유함으로써 새

로운 문화와 인간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생명철학은 이러한 해석학적 작업을 통해 문화적 전

환을 가능하게 할 존재론적 사유 작업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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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
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수요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고 자신의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산업 확산
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답보 상태인 규제 개선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다함께 고민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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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바이오 신성장동력 시대의 도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1)

유명희(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의 바이오 미래전략을 논하자면 우선 우리는 바이오 신성장동력 시대의 도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논해야할 것이다. 왜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을까? 

바로 얼마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30년 산업기술의 미래전망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

을 조사하였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존 성장동력을 대체할 주력산업으로 바이오를 선

택한 사람들이 25%로 바이오 분야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에너지, 통신, 엔터테인

먼트가 각 10% 내외로 뒤따랐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는 인간중심을 강조하고, 제약 및 의

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국내 경제가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 나름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제조업

에서도 경쟁국들의 도전을 받는 현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후보 중 하

나로 정부와 민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 특히 헬스케어 세계시장 규모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우리 경

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본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선진국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매

우 높은 산업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아직 경험이 일천한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선

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한국의 바이오제약 경쟁력은 신흥국 중에서

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헬스케어산업에서 중요한 인프라 기술인 임상시험 분야에서 우리나

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해외 기관

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나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하나같이 중위권을 벗어나지 

1) 본 원고의 일부는 저자의 다음 원고들에서 발췌 및 축약하였음. (1) 유명희,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
언”, 제4차산업혁명 선도국가(한선재단 선진화정책시리즈 28, 이주호·이민화·유명희 편, 2017); (2) 유명희·권복규, 
“바이오헬스 산업과 생명윤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KDI 연구보고서, 이주호·최창용 편, 2018)

2) 정부는 8대 핵심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바이오헬스 분야도 드
론, 스마트시티, 미래자동차, 핀테크 등과 함께 선정되었다(20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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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혁신 요소들은 중상위권인데 법·제도 인프라 구축은 매

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활용에 대해 인간의 가

치나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달성하는 과정은 선진국이나 우리 모두에게 지

난한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가 유독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주변 선진국보

다 산업발전이 뒤쳐진다면 그 현상에 대해서는 다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인간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

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존재한다. 규제란 위험(Risk)을 평가(Assess)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원칙은 항상 편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선진각국 들은 위험관리의 효과와 비용 

사이에서 균형적인 규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전략에서 규제 문제를 매우 중요하

게 다루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규제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규제와 기술발전에 부정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 기술혁신 촉

진과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목표를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3) 규제 개선

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기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안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사회에서 언뜻 수용하기 어려운 점들

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수요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고 자신의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은 산업 확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빅데이터도 만들어지고 인공지

능의 능력도 개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진은 합리적인 규제뿐만 아니

라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기

술의 안전성에 대해 소속집단에 따라 느끼는 위험도가 다를 수 있고 평가방법에 따라 통계상 생명

구제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특정 기술이 이러저러하

여 나쁘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프레임을 만들어 매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가위 기술은 진

화에 개입하여 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거나 ‘디자인아기와 같이 인체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우생학이 부상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히틀러 시대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 유익하기만 하고 부작용이 없을 수는 드물진대 어떻게 기술에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하고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 

3) 이명화, 바이오규제 선진화 방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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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극복해 왔다. 윤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개인 차이가 클 

수 있으며 국가·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체감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객관

적인 윤리적 기준도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딜레마

가 있다. 전력 수급을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찬성하되 우리 마을에는 절대로 안 된다든가, 

건강의료 정보에 대한 공유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매우 꺼리게 된다는 것

이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도 있을 수 있다. 유전자치료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원하지만 죽어가

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생식세포에 유전자 교정을 통해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변이유전자의 보유자들은 

자식을 가지면 안 되는가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에서는 규

제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허용되는 치료 기술이 있다면 이를 위해 해외 의료원정을 가는 것을 비도

덕적이라고 할 것인가? 막들 수는 있는 것인가? 우리만이 규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난한 문제들이며 국가 차원에서 해답을 내놓아야하는 문제들인데,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상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업무는 “국가”가 아닌 다른 기구나 국제 규범으로도 해

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국가위원회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제기되는 물음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를 다루어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대법원 Breyer 판사는 규제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인으로 ‘대중의 인식, 국회의 반응, 그리고 

규제정책 자체’를 지목하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한 바 있다.4) 대

중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국회는 유권자들의 영향을 받고, 규제정책은 전문성 미흡으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이 세 요인은 서로가 시너지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신기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불필요한 강력한 규제를 하거나 편견이 있는 규

제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규제당국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저항으

로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 그는 미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규제 당국의 전문성 강화를 해

결책으로 제시하며 관료제의 미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

리를 끊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규제의 악순환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해결책은 달라

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법 개정에 있어서 규제 당국은 힘이 없고 국회는 합리적인 판단보다

는 당파적 논리에 의한 결정을 하고 여론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는 방

법은 거시적 아젠다를 발굴하여 유권자인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여론이 국회를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 경제학자들이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도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인 

4) S. Breyer,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s effective risk regu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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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향상시키는 분석을 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해 국민 인식도 증진 시키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

하는 방법이다. 과학기술계도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신기술에 대한 가능성과 제한점을 정확히 전달

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답보적인 규제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원칙과 공익이라는 점을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규제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위험을 관리할 때는 규제를 통해 

감소되는 위험(증가되는 효용)이 어느 정도이고, 규제를 통해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키지는(현재의 

효용을 줄이지는) 않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규제에 의한 

효용과 비용에 대한 이익형량이 기본이 되며, 바람직한 규제는 급부상하는 신기술들과의 조화를 이

루며 인간에게도 안전하고 산업 발전과 사회의 공익적 목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에서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Common Rules 제정 과정 중 입법예

고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보관되고 있는 비식별 정보나 비식별 인체유래물(예, 원래 목적으

로 사용되는 남은 시료 등)을 사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informed consent) 요구 조항을 포함시

키는 것이었는데, 이를 입법예고에 포함시킨 이유는 인체유래물이 비식별화 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기존 방식)은 사회 정서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청

문기간에 등록된 코멘트에는 이 조항을 반대하는 것이 압도적이어서 이러한 전제는 맞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의 이유는 이러한 동의 요구는 실질적으로는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기증

자에게는 그것을 상쇄할만한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편견이 일반 대중의 이익형량에 대한 

기준을 못 좇아가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판례도 개인의 기본권 추구와 공익적 목적 사이

에서 이익혁량에 대해 고민한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지문날인이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에서 이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문정보를 범죄수사 활동이나 신원확인 등에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클 경우에는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5) 현재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건강의료 정보의 공유·활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란이 대단한데, 건강의료 정보가 공유되더라도 정보주체의 침해되는 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의 비교를 통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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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개인, 사회, 지구생태계의 관계

홍찬숙(서울대학교)

1.� 근대문명:� 개인,� 사회,� 자연의 구별

근대문명은 개인과 사회, 인간과 물질, 자연과 문화가 한 데 어울려서 뚜렷이 구별되지 않던 시

대가 끝나고, 개인이 사회나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해방의

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인습적인 사회로부터 해방되는 ‘개인화’, 인간이 자연의 구속

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과학화’, 그리고 과학에 기초하여 인간사회가 

물질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산업화’가 근대문명의 가장 큰 특징들이다.

근대문명은 고대 지중해 중심의 도시문명에서 꽃 피운 정치·과학 사상과 중세 서양의 봉건적 

지배관계를 실질적으로 위협한 시장의 발전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새로운 윤리의식이 인습적 윤

리를 대체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대체로 윤리(또는 종교)를 개인의 내면에서 찾는 ‘개인화’, 

사회의 흐름은 개인들의 의도나 개입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고유의 규칙을 갖는다는 ‘사회’ 개념의 

출현, 따라서 현실의 변화를 이념적으로 거스르기 보다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태도가 새로운 윤리의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인간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 과학, 산업, 시장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를 봉건적 인습과 지배관계로부터 해방시킨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에 의해서 근대문명은 정

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해방’들에 기초하여 근대문명이 지속적으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

었기 때문에, 그것은 근대문명에 자생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다른 문화권의 사회들을 지배하였고, 

동시에 서구사회 내에서도 근대문명의 ‘정상적’ 주체가 아니라고 규정된 다양한 ‘타자’들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대체로 근대문명이 지속적 경제발전에 대한 확신을 주었던 2차 대전 이후까지, 근대

문명 자체에 대한 저항보다는 오히려 ‘분배’에 대한 저항이 더욱 두드러졌다. 즉 저항은 근대문명의 

열매를 ‘골고루 나누자’ 또는 ‘따라잡자’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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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명 자체에 대한 문화적 저항은 ‘문화권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다. 즉 서구의 

근대문명은 기술적으로는 우월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침략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보는 ‘민족주의’ 감정

이 근대문명에 대한 주된 문화적 저항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전쟁과 핵무기 위험 등 

근대문명의 파괴력을 경험한 이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2차 대전 이후 서구에서 절대적 빈곤이 

사라지는 경제적 황금기를 통과한 이후에, 근대문명의 본거지인 서구사회 내부에서 근대문명에 대

한 문화적 저항과 비판이 시작되었다.

     

2.� 근대문명의 부메랑 효과:� 위험사회

근대문명에 대한 서구사회 내부에서의 비판은 여러 형태로 일어났다. 우선 나치즘과 같은 군중의 

광기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필연적 결과라고 본 독일 비판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근대문명이 발

전시킨 인문학적 개념들―주체, 이성, 자유, 해방 등―은 부정하지 않았다. 즉 근대 인문학적 개념

으로서 ‘개인’, ‘자유’ 등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자본주의 산업화를 가능

하게 한 자연과학적 또는 기술적 사고방식, 즉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서 인문학적 가능성이 체계적

으로 봉쇄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근대 인문학적 개념들 자체가 편파적이고 체계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개인’이나 ‘자유’와 같은 개념이 해방은커녕 오히려 ‘규율권력’(통제)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

이다. 이처럼 개인주의/자유주의 등의 근대사상을 단순한 지배이데올로기로 본다는 점에서 이 관점

은 마르크스주의와 매우 유사해보이지만, ‘물질’을 경제적 재화가 아니라 ‘몸’으로 설정한다는 점에

서 매우 크게 구별된다. 푸코와 그의 영향을 받은 반인종주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등의 다양한 

흐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관점은 근대 인문학의 기본개념들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점

에서 ‘탈근대주의’로 불렸다.

‘개인’과 ‘자유’를 강조하는 근대문명의 윤리적 핵심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주의’는 다양한 

비서구적 문화들과 친화성을 가진다. 예컨대 근래 서구과학에 대한 비판은 애니미즘의 재발견과 같

은 방향을 취하기도 한다(‘물질적 전회’). 또는 ‘개인’이나 ‘자유’를 ‘고립’이나 ‘분리’를 추구하는 서구

과학 방향의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한의학이나 동양사상의 인식론적 우월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

으키기도 했다. 

이상의 근대문명 비판이 주로 철학적 비판이라면, 근대문명이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수반한 부작용들, 즉 각종 문명위험의 등장에 기초하여 근대문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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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사회학적 관점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현대사회가 더 이상 ‘발전’에 기초한 산업사회가 아

니라, ‘위험생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험사회’라고 본다. 사회가 추구하는 바, 즉 목적이나 의도의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여전히 산업사회지만, 그것이 실제로 생산하는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현

대사회는 단순한 산업사회가 아니다. 즉 그것은 인간에게 유용한 산업생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

라, 근대문명 자체와 그것의 주인공인 인간사회를 위협하는 가공할 위험들을 함께 생산한다. 

이런 관점에서 ‘위험사회’는 근대문명의 부메랑이다. 근대문명이 생산하는 기후변화, 핵위험, 유전

자변형, 미세플라스틱, 물 부족, 화학쓰레기 등의 위험들이 산업생산의 합리성을 압도하는 불확실성

을 생산할 경우, 발전의 궤도로 전진하던 근대문명은 방향을 바꾸어 근대문명의 주인공을 향해 돌

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방향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3.� 위험사회에서 개인,� 사회,� 지구생태계의 관계

 1) 반쪽근대성과 성찰적(재귀적) 근대문명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근대문명이 체계적으로 위험을 생산해왔다는, 그 ‘결과’

에 기초하여 근대문명을 비판하는 사회학적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근대문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철학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독일 비판이론에서처럼 ‘개인’, ‘자유’, ‘해방’과 같은 

근대 인문학적 개념들이 어떤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탈근대주의에서처

럼 ‘개인’, ‘자유’, ‘해방’을 단지 근대문명의 개념적인 (따라서 다분히 허구적인) 구성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위험사회’ 개념을 사용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탈근대성’ 개념을 ‘성찰적 근대성 (또는 재

귀적 근대성)’으로 재해석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사실상 독일 비판이론의 전통을 계승했다. 말하자면 

산업사회의 근대문명은 사실상 서구사회의 가장 남성들만을 해방시킨 ‘반쪽근대성’이자 ‘반쪽개인화’

였는데, 이것이 그 결과인 ‘문명위험 생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근대문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다수의 인간―여성, 제3세계 등―을 ‘타자화’하고 오직 산업사회의 전

력부대인 서구의 가장 남성들만을 ‘개인’으로 ‘주체화’한 문명이기 때문에, 생산된 위험을 끊임없이 

‘타자’들에게 전가하여 ‘외부화’함으로써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문명 비판의 결과는 ‘개인’, ‘자유’, ‘해방’과 같은 근대 인문학적 개념들의 폐기가 아니

라, 오히려 ‘타자’들의 개인화와 해방이라고 보았다. 또한 당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위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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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지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을 강요받은 ‘타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만 위험이 인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타자’로 규정된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공공의 반향을 얻는 ‘제2의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위험은 산업사회의 ‘반쪽근대성’이 초래한 모든 위험을 

망라한다. 정치적으로 타자화된 시민들에게 강요되는 기후변화 등의 지구생태계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체계에서 타자화된 소비자들에게 강요되는 ABC(핵·화학·생물학적) 위험, 성역할을 통해 타자

화된 여성에게 강요되는 생애위험, 계급결속의 보호막에서 풀려난 개인들 및 빈민들에게 강요되는 

생애위험 등이 ‘타자’들의 개인화를 오히려 강요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화가 반드시 해방적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단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그것은 오히려 ‘책임과 부담의 개인화’라는 부정적 형태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초래한 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의 진정성 있는 발언과 참여 없이는 근

대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대문명은 ‘자멸이냐 공존이냐?’의 

절대명령 앞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공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철학

적으로 ‘실용주의적’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되는 ‘제2의 개인화’를 기존의 ‘개인’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즉 ‘제2의 개인화’를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산업사회의 정서로 포괄할 

수 있는가? 산업사회에서 ‘개인’이란 서구의 남성 가장에 제한된다고 앞서 말했듯이, 일차적으로 소

유―재산이나 가족에 대한―와 소유권에 기초한 개념이다. 애초에 ‘개인’은 부르주아 남성들이 요구

한 개념이었고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오히려 비극적이었으며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

구의 전후 황금기에 부와 핵가족제도가 전반적으로 확산하면서 일반적인 남성 가장이 ‘개인’ 또는 

‘주체’로서 제도적으로 규정된다. 

결국 ‘제2의 개인화’에서 ‘개인’ 개념이 보편성의 확장 또는 보편성이 성찰적으로 (스스로) 경신한 

형태를 이를 수 있는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개인’ 개념이 이미 특정한 요소(소유 및 소유권)와 결

합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폐기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개인’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학적 관점에서 탈근대주의 비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즉 ‘개인’이나 ‘자유’와 같은 근대 인문학의 추상적 개념은 확장 가능한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특정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구체성을 획득한 동일한 개념들은 사회변화에 의해 부

정 또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4

 2) 개인, 사회, 지구생태계 새롭게 구별하여 관계 맺기

근대적 개념인 ‘개인’, ‘자유’, ‘해방’의 개념들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개념들이 ⓛ 인문학적 차원과 ② 사회학적 차원의 이중성을 갖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

로 이해하면, 앞서 본 독일 비판이론의 근대문명 비판과 탈근대주의 근대문명 비판을 모순 없이 연

결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인문학적 차원이 보편적 의미지평 또는 ‘교양(Bildung)’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회학적 차원은 그것들이 구체적 사회 속에서 특정 형태로 ‘떠오르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여기서 ‘개념들을 이처럼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개념들에 있어서 사회학적 차원과 구별되는 인문학적 차원이 중요한 것은, 탈근대주의가 ‘뭐든 좋

다’ 식의 냉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 때문이다. 또는 탈근대주의에서 ‘맥락주의’나 ‘관계주의’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개인/사회/지구생태계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또는 그것이 본질적

으로 임의적 구별일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 상대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탈근대주의가 야기할 수 있는 냉소주의나 절대적 상대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럴 경우 근

대문명과 그 기초가 되는 과학이 성취한 인문학적 성과마저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문학적 성과란, ‘개인<사회<자연’이라는 전근대적 총체성의 세계와 굳게 결합되어 있던 신분제

적·숙명적 세계관으로부터 ‘개인의 주체성’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해진 해방의 전망들을 의미한다. 

근대문명은 개인/사회/자연을 절대적으로 고립된 것들,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들로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했다. 그런 기초 위에서 개인은 사회를, 사회는 자연을 조작 가능한 도구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사회/자연이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그것들이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문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야 ‘자연’이

나 ‘사회(또는 공동체)’의 이름을 빌려 자행되는 임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근대문명에서 행해진 개인/사회/자연의 구별이 문제인 것은, 누누이 말했듯이 그 구별이 완

전한 고립과 분리로 귀결되는 방식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다시 ‘과학’과 ‘보편성’의 이름

으로 ‘타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배제하고, 지배하려 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사회(또는 평균)’의 이름으로 타자화된 개인들을 비가시화하면서 ‘평균적’ 개인들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 남성우월주의와 인종주의는 ‘자연’의 이름으로 여성과 비백인 인종을 타자

화하고 차별한다. 성장주의는 ‘자연’을 타자화하여 지구생태계에 위협을 가한다. 이처럼 개인/사회/

자연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의해 근대문명의 위험이 생산되므

로, 위험사회에서 개인/사회/지구생태계의 관계는 새로운 구별방식에 기초하여 새롭게 설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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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사회의 연대, 지구생태계의 공존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

야 할 것이다. 사회의 안전과 생존 또는 지구생태계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인권이 간과되거

나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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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단절하였다.� 이 소외로부터 인간은 타자와 공생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무

연사회를 만들었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안전,� 존엄성과 품위를 위한 

생명의 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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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소외와 무연(無緣)사회 속의 생명(삶)

김광억(서울대학교/중국산동대학교)

생명은 일차적으로 유기체의 생존을 위한 힘으로서 생물학적 관심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관심의 

요체는 여하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품위 그리고 가치를 지닌 생명을 실천할 것인가 하

는 물음이다. 즉 생명과 그 실천(삶)은 사회문화적 관심의 장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

학과 기술은 수명의 연장과 신체의 건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재생산 할 수 있는 멋진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아이러닉하게도 생명의 존엄성과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 확산

되고 있다. 자기의 생명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적 

폭력이 자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은 우리가 생명과 온전한 삶을 규정짓던 문화체계가 흐트러지고 파

괴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술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혼란이라는 두 개의 현상이 꼬여있는 것이 오늘

날 인류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보겠다.   

나는 이 문제의 원천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틀이 깨어진 것 즉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

라는 현실에서 찾음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곧 문화와 자연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이 욕구의 실현을 위

하여 자연과 맺는 관계의 체계이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방식과 기술이며, 미

적 정신적 가치를 물질화하고 형상화하기 위하여 자연을 변형하고 조형하는 설명기제이다. 흔히 자

연과 문화를 분리하지만 실재로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라고 본다.

자연과 인간의 유리

그런데 발전과 진보의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문화)과 자연이 하나의 전체에서 

대립적인 두 개의 전체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자연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환경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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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인간과 자연의 격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둘 사이의 교감과 상호의존성에 바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류학적 연구는 인간은 자연경관을 문화경관으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여러 종족들은 자연 속의 사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의미

와 능력으로써 서로 유기체적 관계 속에 존재하며 인간과 교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마

디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즉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말한다. 

세계 곳곳의 원주민들은 자연과 자연 속의 모든 사물 혹은 생명체의 본성에 대하여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연의 생명체들이 ‘인간’과 동족관계이며,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고, 타

고난 ‘사회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서 서로 밀접하게 묶여있다고 믿는다. 오만한 현대인들은 자기

와 다른 삶의 모습의 가진 “그들”을 “원시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이들 “원시인”들은 자연을 

고도의 복합적인 관계의 다발을 통하여 바라보고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연 속의 사물들

은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거대한 에너지의 회로를 형성한다.   

대만의 한 고산족은 자연에는 신과 인간의 관할 영역이 정해져 있고 신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인

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신의 영역의 것을 채취할 때에는 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한다. 

이들의 견해는 결국 생태적 원리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작동함으로

써 인간과 자연 사이에 공생 관계가 성립함을 말한다. 이들의 행위와 운명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현대 과학과는 동 떨어진 것이 있지만 사냥꾼과 동물 집단 간의 구조적 관계로 보면 이들과 

현대인은 비슷한 과학적 설명을 가지고 있다. 

바위가 숨을 쉰다는 설명은 명백히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바위와 인간이 어떤 감정

을 교류하고 둘 사이에 관계를 통하여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현대인과 동일하

다. 어쩌면 현대인은 오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갇혀 있는데 비하여 그들

은 훨씬 사고가 자유롭고 풍부한 설명을 수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연과 문화(인간 주체에 의한)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과 밀착도어 있어서 

새삼 거론하는 것이 구닥다리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재음미가 필요하다.   자연이란 이미 문화에 

의하여 의미가 주어지고 지각되는 문화화 된 자연(cultured nature)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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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다는 것은 곧 대립이항적인 자연 대 문화의 도식 대신에 자연+문화 혹은 자연=문화라는 공식

을 건립하는 일이다. 인간의 문화는 곧 자연과의 대화와 교류의 방식이며 수단이다. 이것을 현대에 

와서 과학진보의 비례에 따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의 장벽을 넘어 용감하

고 정직하게 우리와 그들의 사이의 편견을 내려놓으면 미개/문명, 원지/현대의 구분이 실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문명이라는 이름을 짓고 오래 동안 다듬어 온 감각과 표

현의 방식에 더 익숙해 있을 뿐이다. 

경제와 과학 그리고 인간

인간의 생명을 자연과 함께 인식하는 가치관은 그러나 “경제적”이라는 개념적 단어가 들어옴으로

써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무한한 욕구를 인간의 자아실현의 핵심적 가치로 삼

음으로써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생명력이 작동하는 세계로서의 신비함과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었

다. 또한 자연 속의 삶, 자연에 대한 관심은 발전 진보 과학의 명제 하에 공교육뿐 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사라졌다. 현대인들은 풀과 나무 그리고 곤충과 동물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까치밥을 

남기거나 음식 한 숟갈을 곤충이나 참새들의 먹이로 마당에 던져주는 일이 없어졌다. 

오히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생 공존의 철학은 경쟁 정복의 철학으로 바뀌었다. 자연을 여하히 

기술로 대체하는가가 곧 인간 승리와 역사 진보의 쾌거로 찬양되었고 그 정도로써 선진 후진의 등

급지우는 개념이 적용되었다. 유행하는 공상과학영화에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은 없

다. 오직 황량한 벌판과 기괴한 산만 있을 뿐이다. 그 안에서 과학기술로 무장한 괴물들의 사투가 

주제이자 전편을 장악하는 스크린의 광경이다. 지구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과연 우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외계인과 싸우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익숙한 현재의 삶의 방

식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을 취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자연으로서의 지구의 구

출을 주제로 삼은 영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도시생활의 영화에도 유리와 금속으로 지어진 거대한 빌딩의 숲에서 꽃과 나무와 들판의 자연은 

없다. 비록 전원의 풍경을 담은 영화라도 인간이 자연의 깊은 의미와 맺는 관계가 아니다. 전원은 

주인공의 감정과 관객의 감정을 연결시키기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30년 전만 해도 도시화 산업

화 경제발전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한 지역의 자연 생태 환경의 파괴가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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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악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관심을 그린 영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자연과의 상생적 관계를 단절한 후 인간은 오직 인간의 욕망을 관심에 두며 자신 바깥의 세계와 

사물(인간까지 포함하여)의 관계에 대한 무관심을 키웠다. 인간에게 자연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오

직 필요에 의하여 착취하거나 버리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이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자원으로서 혹은 감상을 위한 상품으로만 인식한다. 인간의 생명과 삶이 존재

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은 없어졌다. 우리가 자연을 감상하기 위하여 오지의 낙후와 미개의 지역을 

찾아가지만 원주민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냉담한 객체로서 자

연을 향유할 뿐이다.  

문제는 그러한 관심없음이 마침내 개인과 개인 즉 개인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상실을 가

져왔다는 점이다. “관계”의 단절은 개개인을 세포화 한다.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것은 그 세포의 

자생력이 아니다. 단독적 존재의 생존을 위하여 어떤 외부의 조건에 단독적으로 응할 뿐이다. 이는 

현대인이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교류가 증대되

고 개인의 활동 공간이 탈경계적으로 확장되지만 이에 비례하여 개인은 많은 새로운 관계를 감당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의 실천이 익숙하지 못하여 몇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개인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세대와 젠더와 계급과 민족 인종 국가의 경계를 넘

는다는 것 그리고 한 집단의 중심부 또는 완전한 성원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우리는 전지구적으로 번지는 유행을 두고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이 

유행의 현상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나누고 관계의 연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유행을 공유하지만 각각 모래알로서 그 공통된 유행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SNS는 어떤 한 가지 목적이나 의미를 위하여 또는 그 

목적이나 의미를 촉매 혹은 매개로 삼아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회성 단발성 네트워크를 만들 뿐이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삶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최소화 한다. 이전에는 개인-이웃-자연-초자연의 유

기체로서의 개인의 유한한 생명의 시간(생물학적인 시간)을 넘어서 역사와 신화의 종교적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은 없어진 듯이 보인다. 개인은 단독자이며 이

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공유할 가치의 추구가 기피되면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력과 추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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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기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윤리가 존재할 수 없다. 개인주의가 없으니 서로 

존중하고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을 수 없다.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것 즉 어떤 도덕

적 구속이나 제약과 관계없이 욕망 자체의 실현을 인간 해방 혹은 인간의 자아실현이라고 찬양되

었다.  

1919년 중국의 청년지식인들은 5.4운동을 벌이면서 유교적 문화전통을 “사람잡아먹는 예교(吃人

的禮敎)”라는 구호로써 비판하였고 예를 허위의식으로 부정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도전 혹은 타격은 1980년대 “기 살리기”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유교전통이 理

로써 氣를 죽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중문화와 놀이문화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기획되었다. 이 기(氣) 철학의 유행은 예술과 감정 욕구의 발산을 자아실현

의 핵심적 방법으로 확립하였다. 

문제는 감정과 감각의 폭력적 표현이나 실천이 민주화와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대중운동과 결합

하여 모든 행위와 가치의 정당성의 우위를 점유하게 되었다. 대중 지향의 사회운동은 기존의 것에 

대한 타도 비판 부정의 논리를 바탕으로 삼았다. 기 살리기 운동은 정서의 순화 혹은 세련이 아니

라 오히려 정서를 무시하는 거칠고 폭력적이고 폭발적인 감정표출을 의미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

을 감상하고 교감하는 감각과 인식은 포기되었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확립된 경제제일주의는 수저론으로 대변되는 권력만능과 계

급 재생산의 구조를 낳았고 이는 결국 반엘리트 정서와 주변부 및 소수자 (여성 빈곤 이민자)의 목

소리를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 구조에서는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투쟁 쟁취 

대결이 타협 규칙 절차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떤 일이든 과정 보다 결과가 

중시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지난 30여년의 한국사회의 이러한 문화체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理와 氣의 

경쟁 혹은 대립의 역동적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외면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기는 오직 인간에 관한 것이지 인간과 상호관계를 맺는 자연에까지 연결되는 관심사가 아니

었다. 사람은 질주하는 과학 기술과 경제(물질)주의에 고삐 풀린 욕망을 맡겨 소위 생을 즐기는 것

을 살아있는 것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았다. 이 욕망은 마침내 생명공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연계

되어 수명과 건강의 인공적 성취를 내다보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력)과 그 실천을 자연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자연환경과 생태조건을 무시한 공학적 생명력의 건강한 존재가 가능할 것인가? 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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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토양 식품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공학에 의한 생명의 생산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수명연장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생명과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적 문

화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고령인구는 경제적 지원 (security)의 결여 뿐 만 

아니라 사회적 품위와 존엄을 보장하는 문화적 조건(safety)의 미비 속에서 오히려 비참한 생명의 

잉여를 처리해야 할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젊은 세대가 웰빙을 논하는 한편 늙은 세대는 웰다잉의 

방안을 추구하게 되었다. 행복과 불행은 제로-섬의 계산이 아니라 행복과 함께 불행도 비례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종교와 국가가 제시하는 공공의 가치와 실제 일상에서 자기 생존을 위한 전략적 가

치 사이의 괴리에 직면해 있다. 그 이유는 종교적 도덕체계가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급진적인 변화의 현대사는 기존의 공공의 가치관을 무력화 하였다. 적자생존

의 법칙이 판을 치고 경쟁이 사회 전 영역에서 진행되면서 적나라한 전략 전술만이 중시되는 사회

적 환경에서 종교의 가르침과 전통적인 인문학적 가치는 그 도덕적 구속력이 아주 축소되었다. 위

험 사회론이나 비도덕 사회론 등이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 포기하였던 종교적 

가치관을 현실에 맞추어 새로운 언어로써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질에서 나아가서 이제 사회의 질을 논해야 한다. 사회적 질이란 개인이 그 존재를 확보하고 안전하

게 보장 받으며 그 삶의 온전한 실천을 보장하는 조건을 재정의 하는 일이다. 안전(safety)과 확보

(security)는 인간의 존엄성(dignity)과 품위(decency)를 보장하는 가치관이며 제도적 환경이다.   

결 론

진보의 결과인 현대가 제기하는 문제성의 극복을 위하여 ‘원천으로 돌아가자’(Ad Fontes)는 주장

이 제기된다. 그런데 폰테스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종교의 가르침과 철학적 논의도 

인간과 자연이 만드는 하나의 생명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핵심적 가치로 삼지 않는 한 그것은 공허

한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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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성리학은 천지 즉 우주의 평안 (tranquility)을 개개인이 내재한 인간의 본성을 순수한 이

성을 통하여 이룰 수가 있다는 철학이다. 오직 개인의 도덕성에 정진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위치와 관계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탐구가 소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물론 太極이니 陰陽이니 

중화(中和)의 추구가 논의되었지만 대중의 철학 차원에 확립되지 못하였다. 기독교 성경은 태초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하지만 하느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공

경과 경외를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창조자로서의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경배와 믿음을 강조할 뿐

이다. 

동양적 자연관 뿐 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종족사회에서도 초월주의적인 자연관이 보인다. 초월자 

혹은 신의 현현을 자연 현상에서 감지함으로써 자연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자연과 

자신을 일체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합일은 과학과 현대라는 이념의 이

름으로 부정되었으며 인간은 자연의 미세한 움직임과 사소한 사물과도 관계를 맺는 정서와 감동의 

마음을 상실하였다.     

사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자연과 대립 혹은 분리하는 현대적 사고체계와 가치체계

를 근본적으로 성찰 혹은 재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과 인간을 유리시킴으로써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의 바깥과 관계지우는 마음(관심)과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관계 맺기를 거부하면서 현

대사회는 無緣사회가 되었다. 가족의 축소와 이웃관계의 상실 속에서 개인의 존재는 오직 국가의 

관리에 맡겨졌다. 개인은 시민운동을 통하여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거나 국가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의존하는 구조적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지 

못할 때 개인은 상호 연고를 상실한 채 무연의 사회에서 버려지는 것이다.

원시인은 오히려 자연의 모든 것들을 생명체로 보고 그들 사이에 성립하는 상생과 공존의 생명

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 보다 폭넓은 사고와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상생적 관계 혹은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는 생명과 우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계의 단절 속에서 스스로 생명체들

의 우주로부터 소외될 것이다. 현대인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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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를 위한 문화 연구적 탐색 : 

인간과 자연의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미디어에서의 

윤리성 회복을 위한 단상 

태지호(안동대학교) 

1.� 인간과 자연의 구분에 관한 ‘규칙’

논의에 들어감에 앞서, 제 소개를 통해 논의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학과에서 재

직하고 있지만, 문화 연구라는 다소 비판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통한 관점에서 미디어와 대중 문화 

그리고 역사와의 관계를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 연구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것에 대한 사회문화적 실천과 담론 작용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에 관한 짤막한 소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인간의 존재에는 자연이 선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라는 어구는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포괄적인 개념에 적합하지 않

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에 빚지고 있으며, 그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역시 매우 ‘인간적인’ 개

념일 것입니다. 구조주의 인류학적 관점의 논의들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개념에 계열체로서 문화, 

이성, 과학 등을 배치되는데 반해, ‘자연’이라는 개념에는 야만, 미개 등과 같은 단어들이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서구적인 관점에서 인류사를 조망하려는 시도 중 하나 일 수 있으며, 이는 서양

과 동양, 남성과 여성, 합리와 비합리 등과 같은 구분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한 지배 담론을 다양

한 방식으로 표출하려는 기획들과도 연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에는 이러한 인간

과 자연의 구분이 지배적인 일종의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라는 주제는 여전히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지구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파괴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도 없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 파괴 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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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인간과 자연의 구분에 대한 근거

가 원시/태초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적어도 근대 이후 지금에 이르는 ‘인간’들의 

‘자연’에 대한 약탈과 공격만큼 자연 혹은 양측의 공동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동양

과 서양이 자연을 인식하는 방식은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

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서구적 시각 혹은 근대적 시각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관점에

서 ‘대상화’되어 왔습니다. 

2.� 대상화되는 자연과 주체로서의 인간

다소 엉뚱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아이와 이를 노려보고 있는 독

수리’가 동시에 촬영된 사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94년에 퓰리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사진 작가의 윤리 문제입

니다. 사진 작가는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구했어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비

난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사진 작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사진 작가는 

‘아프리카 수단’의 분쟁에 대한 참상을 알리기 위한 작가적 소명 의식에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여기서 충돌한 지점은 인간적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진 작가는 인간적인 가치가 파괴되고 있

다는 것을 공적인 차원에서 알리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가 강조한 인간적인 가

치는 우선 아이를 구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진 작가의 소명을 

더 우선시하고, 위험에 빠진 아이를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진에 대한 논쟁에서 간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라는 주제에서 많은 토론 거리를 제공합니다. 발제자는 이 ‘상징적인’ 사진은 인

간의 관점에서만 토론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발제자 또한 이 사진의 윤리성에 대한 문

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점은 오해가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사진을 볼 때마

다 매우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진에서 독수리를 공격자/가해자/무자비함의 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단지 피사체가 아이와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이항대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연을 ‘대상화’하는 매우 지배적인 관념에 사로잡

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그저 ‘자연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자연을 인간의 

방식으로서 특별하게 대상화/객체화함으로서 자연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해당 사진

에 대한 사례는 본 토론의 맥락에 다소 어긋난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가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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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것은 이러한 지배적인/일반적인 해석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항상 자연을 대상화함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것에 어떻게 대항하고, 그것을 어떻게 복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해왔

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매우 역사적인 질문이며, 이 또한 다른 선생님들의 고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자연 혹은 자연적인 것을 극복해야만/지배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과 달리 그것에 대한 선망과 환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연이 철저히 

대상화되는 것은 ‘관광’입니다. 수많은 관광 산업이 강조하는 중요한 상품 중 하나는 ‘자연’ 관광입니

다. ‘태고의 신비’, ‘열대 정글’, ‘새하얀 모래 해변’, ‘원시림’, ‘드넓은 벌판’ 등과 같이 많은 관광 상품

은 자연을 동경하고 열망합니다. 한 가지 부연하면, 이는 일종의 이국적 경험을 욕망하는 식민주의적 

‘상상력’이 아직도 동일한 맥락에서 작동되고 있는 이 시대의 여가/관광 담론이라는 점입니다. 

3.� 사진적 진실의 출현과 현실 매개

논의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논의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적 실천과 본 세션의 주제와 연관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역

사적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재현되어왔고, 그 자체가 인류사의 중요한 모티브이자 결과입니다. 하나

의 사례로서, 예술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으

며, 수많은 미술 사조는 그 재현의 의미와 방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예술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왔습

니다. 

근대에 오게 되면, 인간이 자연을 모방/재현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진과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의 출현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상을 재현함

에 있어 극도의 사실성과 현존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재현 기술은 기존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진짜’라는 효과와 느낌을 준다는 것

입니다. 이는 일종의 ‘사진적 진실’을 의미합니다.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은 증거로서, 사실로서 여겨

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의 매개 방식, 다시 말해, 현실을 알 수 있는 방식이 변

화됨에 따라 현실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 또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등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과 관계 맺을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근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뉴미디어는 이러한 매개 방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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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적 진실과 의학/과학 담론의 ‘위험한 동거’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제와 연관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전통 시대에는 자연을 ‘알 수 있

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자연에 대한 ‘지식’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양한 기술 특히 미디어의 발전은 자연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 과정 또

한 매우 과학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욱 더 과학

적으로 바라보고 알 수 있음을 자신합니다. 이는 더욱 근원적인 문제인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미리 언급하자면, 과학적으로 바라본다는 방식이 결코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논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라는 주제가 ‘사진적 진실’이라는 문제와 연관되는 사례는 의학과 사

진/이미지라는 영역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계라기보다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엑스레이, 초음파 이미지 등도 포괄적으로 사진이라고 할 

때, 이러한 사진들은 또 다른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사례일 것입니다. 더욱 잘 알고 싶고, 극복하

고 싶고, 관찰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외에도 MRI, CT 촬영, 유전자 지도 등 모두 새로운 사진적 

진실의 유형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건강 유지 및 생명 연장 등이라는 의학적 성취를 위해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의학적 사

진/이미지/영상들이 ‘투명하게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식민주의 시대에 (물론 이미 폐기된 것이긴 하지

만)골상학, 관상학 등과 같은 다양한 의학/과학 담론은 ‘사진적 진실’들과 결합하여 인종주의를 강

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즉 인체측정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지배를 위한 혹은 인종간의 구분을 위해 

인간을 대상화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과학적 권위에 의해 파생된 과학 담론으로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일종의 위계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과학적 사진’이 또 다른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은 산모들의 SNS에 올라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곤 합니다. 본래 초음

파 사진은 태아의 발달과정과 비정상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의학

적인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이미지로 그 활용의 맥락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산모가 

잉태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이러한 사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탄생을 기원하는 순수한 엄마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태아마저

도 ‘전시되고’, ‘볼거리가 되는’ 비윤리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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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태아 초음파 사진을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매우 노골적이고, 끔찍하기도 한 사진들을 인터넷 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최근의 상황에서, 발제자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지점은 ‘소비문화, 대중 매체, 사진

적 진실 효과 그리고 과학 담론’의 ‘위험한 동거’입니다. 수많은 성형 광고, 다이어트 광고, 화장품 

광고 등에서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의학/과학 담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

에서 생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배제됩니다. 의학/과학 담론은 상품에 대한 권위를 부여함과 동시

에 의학적/과학적 신비로움을 매력적으로 상품에 포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광고 뿐 만 

아니라, 철저하게 의학적 관점에서만 다뤄져야 수술이나 시술 혹은 교정 등과 같은 문제들조차도 

텔레비전 등에서 ‘쇼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대중들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앞서 

언급한 태아 사진의 유포나 전시에서도 생명의 고귀함이나 경외심 외에 또 다른 개인들의 욕망이 

우선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학/과학이 호기심의 자극이나 볼거리로서 제공되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5.� 미디어에서의 생명 윤리

마지막으로, 발제가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의학/과학에 근거한 신체의 관찰과 치료가 미디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각화되고, 이것이 유포되고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극히 순수한’ 개인의 욕망도 물론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일련의 수많은 미디어들은 그것의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맥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중 하나는 시장 경제와 산업 및 상업주

의일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상품화, 규격화, 균질화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내적 시스템을 갖

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생명 윤리’, ‘신체’, ‘인간성’, ‘도덕’ 등과 같은 개념들조차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상품으로 생산, 포장되어 소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명 가

치’의 붕괴에 대해서 말하곤 하지만, 정작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우

리의 여가 활동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잊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들어와 4차산업혁

명이 빈번하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떠

한 방식으로 나타날지 진지하게 고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미디어는 그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동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치의 

정립이나 윤리의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에 비추어, 어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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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이슈도 미디어에 관한 논의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보편화는 그 속도와 영향력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

명 공동체라는 주제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나 방향성 혹은 미디어 리터

러시나 미디어 윤리 등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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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le of Two Caves:

From Homo sapiens to Homo symbious

Jae Chun CHOE(Ewha Womans University)

It is an honor and delight for m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deliver a few words at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It brings me back to the late 1980’s when I 

worked as resident tutor at an undergraduate dormitory called Eliot House of Harvard 

University. For two summers in a row, 1988 and 1989, I volunteered to serve as an 

Assistant Dean for Harvard Summer School. Every summer high school students from many 

different nations gather at Harvard University to study and learn from one another. 

To educate a group of Harvard students who would work as proctors for these high 

school students, we invited a specialist i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t the start of the 

workshop she asked Harvard students to draw a world map on a piece of paper. Not a 

single one of them could come up with a semi-decent map. Students as smart as the ones 

at Harvard do not have much knowledge, not to mention ‘understanding’ of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 have a very simple personal motto, which I write whenever I am asked for 

autograph. “To know them is to love them.” If we don’t know each other well enough, we 

misunderstand and hate each other. When we truly understand one another, we cannot help 

but love each other. The same could be said of nature. Once we come to know and love 

nature, we will not be able to harm it, no matter how much others might push us to do so. 

The “ignorance is bliss” aphorism absolutely does not apply to conservation of nature. We 

see all around us how our governments and industries are so ignorant to destroy the 

environment we all have to share and cherish.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the earth is safely held by a very diesel or buff god 

named Atlas. That is why we don’t feel dizzy in our everyday life. But I regret to tell you 



| 인문가치 학술 2 |
온 생명의 어울림 :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231

that he is now quite old and feeble. With over 7 billion people on board he is having a 

very difficult time holding it still. I am told that his eyesight is failing as well and he is 

often hanging around the cliff. If he makes one step off the cliff, we are doomed. That is 

where we stand as far as the environmental crisis is concerned. 

The human species have gone through a number of Homo names—Homo habilis, Homo 

erectus, Homo neanderthalensis, etc. But now only we are left on the earth and we decided 

to call ourselves Homo sapiens, the wise human beings. Are we really wise? We have the 

smartest brain for sure, but I don’t think we are the wise one. If we are really the wise 

one, we shouldn’t have destroyed our own livelihoods as such. 

Whenever I give a talk on environmental issues, I often tell the story called A Tale of 

Two Caves. Obviously, this phrase is a parody from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 

We became the lord of all creations not because we tried to be a good caretaker or steward 

of the environment but knew how to utilize our environment better than anybody else.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no more empty caves to move in any more. 

Among the most successful groups in nature are insects and flowering plants. The 

mutualism between them is a key to success. Competition is unavoidable, but one of the 

best ways to win over competition is to form an alliance. Helping one another is more 

powerful than hurting each other. Therefore I propose that we need an ‘ecological turn’ in 

order to survive on this planet. Let’s drop that self-flattery name, Homo sapiens, and adopt 

a much more humble name, Homo symbious. 

6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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