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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교문화자원의�현대적�활용

Modern� Utilization� of� Confucian� Heritage� in� Asian� countries

 

동아시아의�유교문화권�국가�중�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각� 국의�전문가들이�안동에�모여�

각국의�전통�유교문화자원이�오늘날�현대사회가�직면한�문제에�대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

공유의�장을�펼친다.�공통의�문제의식을�유교문화권의�동질성�아래�함께�논의하면서�미래�가치�

창출을�위한�의미있는�자리를�만들고자�한다.

�

Experts� from� countries� with� Confucian� cultures� such� as� Korea,� China,� Japan,� and�

Vietnam� gather� in� Andong� to� share� knowledge� and� discuss� problems� that�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resources� face� in� the� modern� society� of� today.� This�

significant� discussion� amongst� experts� and� leaders� aims� to� create� valuable� inroads�

for� future� issues�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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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Part� 1 ························································· � 12

� � 09:00-12:00,� September� 5

�

�

2부� Part� 2 ······················································· � 101

� � 13:00-15:00,� Septe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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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Part� 1

 

� 9월� 5일,� 09:00� ~� 12:00� � |� � 안동문화예술의�전당�1층�국제회의장

� 09:00� ~� 12:00,� September� 5� � |� � 1F,�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ndong� Cul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rt� Center

 

사회자

Moderator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수석연구위원)

Sunseok� Ki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발표자

Speaker

이치하시�이치로� (아시카가학교,�연구원)

Ichihashi� Ichiro� (Historical� Site� Ashikaga�Gakko�Office,� Researcher)

응웬�투안�쿠엉� (시노놈�연구원,�원장)

Nguyen� Tuan� Cuong� (Institute� of� Sino-Nom� Studies,� Director)

루�지추안� (공자연구원,�부부장)

Lu� Zequan� (Chinese� Confucius� Research� Institute,� Vice� Director)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Hyeon� Kim� (Department� of� Cultural� Informatic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Professor)

한승일� (한국국학진흥원,�전임연구원)

Seung-il� Ha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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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김순석

국� � � �적 한국

소� � � �속 한국국학진흥원

직� � � �함 수석연구위원

이�메�일 sskim@koreastudy.or.kr

학� � � �력

2002.� 2� � � �고려대학교�대학원�사학과�박사과정�졸업(문학박사)

1992.� 8� � � �고려대학교�대학원�사학과�석사과정�졸업(문학석사)

1984.� 2� � � �고려대학교�문과대학�사학과�졸업(문학사)

경력사항

2002.� 6� ~�현재� � � � � � � 한국국학진흥원�수석연구위원

2001.� 3� ~� 2002.� 6� � � �고려대학교�강사

1997.� 9� ~� 2002.� 6� � � �순천향대학교�강사

 ∙∙∙ Moderator 

Sunseok� Kim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urrent� Position Researcher

Email sskim@koreastudy.or.kr

Education

2002.� 2� � � � Ph.D.,� Korea� University,�Graduate� School� of� History

1992.� 8� � � �M.A.,� Korea�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istory

1984.� 2� � � � B.A.,� Korea�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Work

Experience

2002.� 6� ~� present � �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Studies� Institute

2001.� 3� ~� 2002.� 6� � � Instructor,� Korea� University

1997.� 9� ~� 2002.� 6� � � Instructor,� Soonchunh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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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이치하시�이치로

국� � � �적 일본

소� � � �속 아시카가�학교

직� � � �함 연구원

연구분야 역사

이�메�일 gakkou＠city.ashikaga.lg.jp

학� � � �력

2012년� 3월 일본�도쿄�센슈(專修)대학교�인문학대학원�역사과정�박사학위�수여

2006년� 3월 일본�도쿄�센슈대학교�인문학대학원�역사과정�석사학위�수여

1969년� 3월 일본�군마현(群⾺縣)�국립군마대학교�공학�학사

경력사항

2005~현재 일본�토치기현(栃⽊縣)�아시카가�시(市)�교육위원회�지정사적(指定�史蹟)�
아시카가�학교(⾜利學校)�사무소(事務所)�연구원

이�기간�중,�아시카가�학교의�다양한�연구를�책임지고�있으며,�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석전(釋奠)보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또한� 교육분야�

세계유산등록추진특별위원회� 위원과� 아시카가� 문화재전문위원회� 부위원

장장으로�활동하였다.� �

1980~2002 일본�토치기�현�아시카가�시�교육위원회�문화과�직원�및�학예연구관

이�기간�중,�아시카가�시의�답사연구�및�문화재�보호를�담당하면서�아시

카가�학교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였고,�근무기간�후반에는�아시카가�시�

역사박물관�건축�준비업무를�담당하였다.

1969~1980 일본�아킬레스�주식회사�엔지니어

기타�사항

2013~2015 일본�도쿄�센슈대학교�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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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아시카가�학교：일본�최고(最古)의� � �대학으로서의�시대적�의의

요약문

일본�칸토(關東)�지역을�쇼군(將軍)을�대신하여�다스리는�벼슬인�칸레이(管領)로서�우에스기�

노리자네(上杉� 憲実)는� 1430년대에� 아시카가� 학교를� 부활시켰다.� 이� 학교는� 16세기� 중반
까지� 융성하였고,� 주로� 중국� 고전을� 가르치다가� 1872년� 문을� 닫았다.� 아시카가� 학교는�

1990년� 다시� 복구되었다.� 아시카가� 시에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타이세이덴(⼤成殿)과�

3개의�문(⾨)�등�에도(江⼾)�시대�초기에�세워진�건축물과�함께�복원된�아시카가�학교를�일

반대중에게�공개하고�있다.

공자를� 제사하는� 세키텐� 의식(釋奠祭)은� 전통적으로� 아시카가� 학교에서� 치러졌다.� 당시에�

이�의식은�매년� 11월� 23일�일년에�한�차례�아시카가�학교에서�치러졌다.�이�당시�이�학교

에서는�가을에�날씨�좋은�날을�골라서�서재에�있는�책을�꺼내�공기를�쐬었다.�이것을�바쿠

쇼(曝書)라고� 부른다.� 바쿠쇼는� 에도�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하였고,� 이렇게� 하여� 책이� 습

기와�벌레�때문에�상하는�것을�방지하였다.�

아시카가� 학교가� 복원된� 이후에는� 논어(論語)� 읽기를� 대중행사로� 발전시켰고,� 초등학교와�

중학교�학생들이�과외로�학습하도록�해왔다.� 이제부터는�유교영향권인�아시아�사람들�간에�

국제교류의�수단으로서�논어가�채택되기를�기대한다.�뿐만�아니라,�아시카가�학교는�일본의�

어린이들이�참가하는�세키텐�행사를�처음�개최한�바�있다.�

2015년에�아시카가�학교는�근대초기�이후�학문과�예절의�본고향으로서�일본의�교육유산으

로�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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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Ichihashi� Ichiro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Historical� Site� Ashikaga�Gakko�Office

Current� Position Researcher

Area� of� Expertise� History

Email gakkou＠city.ashikaga.lg.jp

Education

March.2012 Ph.D.� in� the� graduate� school� of� letters� course� of� history,�

Senshu�University,� Tokyo,� Japan

March.2006 M.A.in� the� graduate� school� of� letters� course� of� history,�

Senshu� University,� Tokyo,� Japan

March.1969：B.S.� in� engineering,� National�Gunma�University,� Gunma,� Japan

Work

Experience

2005~Current Researcher,� Ashikaga� City� Board� of� Education� Historical� Site�

Ashikaga�Gakko�Office,� Tochigi,� Japan

During� this� period,� I� have� been� in� charge� of� various�

research� of� Ashikaga� Gakko,� and� have� announced�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I� also� have� serving� as� a�member�

of� the� Preservation� Committee� of� Sekiten,� a� member�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in� Education,� and� a� deputy�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Cultural� Properties�

in� Ashikaga�

1980~2002 Curator� and� Clerk,� Ashikaga� City� Board� of� Education�

Cultural� Assets� Division,� Tochigi,� Japan

During� this� period,� engaged� in� exploration� research� of� the�

Ashikaga� City� and�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including�

preparation� of� a� report� on� the� Ashikaga� Gakko.� In� the�

second� half,� engaged� in� preparing� to� construct� the�

Ashikaga� City�Museum�of� History.

1969~1980 Engineer,� ACHILLES� CORPORATION,� Tochigi,� Japan� Besides

2013~2015 Part-time� University� Lecturer,� Senshu� University,�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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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Ashikaga�Gakko：A� Temporary� Significance� as� the� Japan’s� Oldest� Open� School

Content

Uesugi� Norizane,� the� shogunal� deputy� in� the� Kanto� region,� revived� Ashikaga�

Gakko� in� the� 1430’s.� It� had� flourished� as� the� school� which� major� subject� was�

mainly� the� Chinese� Classics� until� the� latter�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It� was�

closed� in� 1872.� Ashikaga� Gakko� was� restored� in� 1990.� Ashikaga� City� opens� to�

the� public� the� restored� Ashikaga� Gakko� with� Taiseiden� (Confucian� shrine)� and�

the� three� gates�which�were� built� in� the� early� Edo� Period.

The� sekiten� ceremony� has� been� traditionally� performed� in� Ashikaga� Gakko.� In�

these� days,� we� have� performed� the� sekiten� on� November� 23� once� a� year� in�

Ashikaga�Gakko.

Moreover,� we� set� books� out� to� air� in� the� study� on� fine� days� of� autumn.� It� is�

called� bakusho.� The� bakusho� has� been� traditionally� performed� from� the� Edo�

Period.�We� have� protected� books� from�moisture� and� insects.�

Even� since� restoring� Ashikaga� Gakko,� we� have� developed� read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into� events� to� the� public� at� large� and� extracurricular� lessons� for�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now� on,� we� anticipate�

adopt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as� an� international� exchanges� means�

between� Asian� people� in� Confucius� sphere.� Even� more,� Ashikaga� Gakko� held�

the� first� sekiten� by� children� in� Japan.�

In� 2015,� we� were� designated� as� Japan� Heritage� as� Educational� Heritage� from�

Early-Modern� Japan:� The�Origins� of� Academics� and� Dec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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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카가학교(足利學校)�
-� 일본� 최고(最古)의� 열린� 학교로서의� 현대적� 의의� -　　　　　　　　

아시카가학교사무소 연구원  이치하시 이치로(市橋 一郎)
　　　　　　　　　　　　　　　

1.� 아시카가학교의� 폐교� 및� 보호� 활동　

아시카가학교는 간토(關東) 관령(官領)인 우에스기 노리자네(上杉 憲實)가 1430년대에 부흥케 

한 이래 16세기 후반까지 크게 번성하였다. 유학(儒學)을 근간으로 한 학교로, 신분 등과 상관없이 

널리 학생을 수용하였기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17세기에 접어들어 도쿠가와 이

에야스(德川 家康)가 에도에 막부를 창설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아시카가학교의 교육과 학

문적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으며, 이후 귀한 서적을 다수 보유한 “문고(文庫, 역주; 서고(書庫), 이

하 ‘서고’)”로 평가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막부의 쇠퇴와 더불어 시설은 심하게 황폐화되었고 

메이지시대 이후 학교는 사실상 폐교 상태였다. 또한 학교 부지의 동쪽 절반은 소학교 부지가 되

었고 서쪽 절반은 지역 유지와 아시카가 지역의 행정당국이 협력해 아시카가학교의 자취를 지켜 

왔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임을 상징하는 4종의 국보를 비롯해 귀한 서적군은 중세 교육사의 사

료로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수백 년에 걸쳐 지켜왔기에 그 의의가 크다. 아시카

가학교가 쇠퇴했던 에도시대에도 화재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였다. 서고를 연못 근처에 설치하거나 

지역주민이 화재를 감시했으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일을 제치고 즉시 학교로 달려갔

다고 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사무소 내에 직원 방화관리체제가 정비되었으며, 1년에 한 번 ‘문화재 

방화의 날’에 방화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때 아시카가시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신고, 대피, 살수(드

렌처 설비, 살수총, 옥외 소화전)를 실시한다. 

또한 1970년에 제정된 아시카가 시민헌장 제1장에 “아시카가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있는 고장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시민의 자랑거리이자 친근한 존재이다. 지금도 아시카가학

교를 칭할 때 정감 있게 “학교님”이라고 부르는 시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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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카가학교의� 현재

지금은 부지 서쪽에 에도시대 전기에 지어진 대성전(大成殿) 삼문(三門)이 있고 구 도서관 등 

새로운 건물도 있지만 에도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한편, 그 동쪽은 메이

지 시대부터 존재하던 소학교 부지를 전면 발굴 조사해 에도시대 중기 무렵의 호죠(方丈; 강당), 

쿠리(庫裏; 가람), 서원과 정원, 해자 및 토루(土壘) 등을 1990년에 복원하였다. 2011년에는 복원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개최. 그 밖에 새로운 행사와 문화 활동으로 신춘 휘호회, 백인 한수 카드

찾기 놀이(하쿠닝잇슈 카루타), 사생대회, 퀴즈대회, 다도회 등을 실시하며, 연간 방문객은 18만 명 

정도이다.

큰 길에서 참배길을 따라 북쪽에는 뉴토쿠몬(入徳門)이 있는데 이 문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관리

동 접수창구가 있다. 입학증을 구입해 경내로 향하면 왼쪽으로 높이 3m 크기의 석제 공자상이 눈

에 들어온다. 직진하면 제2의 문인 각코몬(學校門)이 있으며 이곳을 통과하면 왼쪽으로 구 도서관, 

오른쪽으로 가나후리마쓰(字降松, 역주; 어려운 글자나 뜻을 모르는 말 등을 종이에 써서 이 소나

무 가지에 묶어두면 다음 날 해석이 붙어 있었다고 함), 정면에는 공자묘가 있다. 공자묘는 쿄단몬

(杏壇門)과 대성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최고(最古)의 대성전은 정면 폭 5간(間), 여러 층의 

기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채 중앙에는 공자좌상, 양 옆으로 목제로 된 네 현인의 나무위패가 놓

여있다. 오른쪽에는 오노노 다카무라(小野 篁) 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공자묘를 나와 부지 동쪽으

로 향하면 복원된 건물군과 정원, 해자, 토루가 보인다. 중심 건물은 호죠, 쿠리, 서원으로 구성되

는데, 쿠리의 남쪽 출입구로 들어서면 봉당이 있고 마루방으로 올라가 왼쪽 현관을 지나 호죠로 

들어가면 왼쪽(남쪽)으로 남정원(南庭園)이 보인다. 호죠는 안채 중앙에 불단이 있는데, 원래 안치

되어 있던 약사 여래상이 행방불명된 후 비어 있는 상태이다. 복도를 따라 쿠리로 항하다 보면 왼

쪽에 서원이 있는데 서원에서는 북정원이 잘 보인다. 쿠리에 들어서면 몇 가지 전시 케이스가 배

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시카가학교에 대한 사료나 패널이 전시되어 있다. 

아시카가학교에는 안내 시설이 없으므로 아시카가학교 서쪽의 구 아시카가학교 유적 도서관내의 

구 열람실을 활용하며, 이곳 또한 전시를 통해 아시카가학교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고장의� 풍물시(風物詩)가� 된� 현대� 아시카가학교의� 2대� 연중행사　
1) 아시카가학교 석전(釋奠)

석전(釋奠)은 예로부터 거행되는 행사이다. 특히 근세에는 논어 등 유학을 가르쳤던 번교(藩校)나 

향교(鄕校)등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 부지 내에 공자당을 설치하고 그 안에 공자나 네 현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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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위패를 안치하고 1년에 2번 다양한 것들을 올리는 제(祭)를 모셨다. 현재 아시카가학교에서

는 1년에 한 번 11월 23일에 거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후해 아시카가 시내의 지정 문화재가 공개

되며 지역 전체가 활기를 띈다. 

아시카가학교의 경우, 부흥 시기에도 실시했다고 전해지는데 현행 석전은 1907년 이 지역에 살

던 아이바 도모아쓰(相場 朋厚)가 유시마(湯島) 성당에서 거행되는 석전을 견학한 후 이를 참고로 

식순을 정리하였다(첨부 자료에 식순 기재). 부분적이긴 하나 소고기를 올리는 점, 제관이 하오리

하카마(羽織袴; 일본 전통의상)를 입는 점, 연주는 있으나 연무는 없는 점, 공자 및 네 현인 이외

에 오노노 다카무라도 모신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2) 아시카가학교의 쇄서포의(曬書曝衣)

날씨가 좋은 가을날에는 ‘쇄서포의’라고 하여 귀한 서적을 서원 다다미 위에 펼쳐놓고 말리는 행

사를 에도시대부터 실시함으로써 습기나 충해로부터 서적을 보호했다. 서적을 펼쳐 점검을 하고 

있노라면 최근에는 잘 없지만 은행잎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기도 했다. 옛 담당자에게 물으니 벌

레를 쫓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효용은 확인된 바가 없어 지금은 모두 제거하고 있다. 이들 

서적은 간토 관령인 우에스기 일족이 기증한 한서(漢書)를 비롯해 서적 약 17,000권이며, 그 중 4

종 77권이 국보, 8종 98권의 서적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4.� 교육의� 원점,� 평생� 학습의� 거점� 역할　

현대 일본인의 도덕적 결여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아시

카가학교에도 남아 있는 서적인 논어가 있다. 논어는 예로부터 축적해 온 인간으로서 필요한 상식

이나 언동을 담고 있다. 이들 문구를 각자 곱씹어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

면 된다. 사실, 논어는 옛 원문은 그대로인데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 온 존재이다. 또한 소리를 

내어 읽으면 의외로 마음이 맑아지는데 이를 소독(素讀)이라고 한다. 아시카가학교에서는 논어의 

소독 체험, 학교 교육의 방과 후 수업으로 호죠에서 논어를 소독하는 행사 등 논어 소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11년 봄에 제1회 전국 논어 소독 모임을 개최한 바, 멀리 오키나와에

서도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아시카가학교 전국 논어 연구회를 발

족해 논어 검정이나 논어 강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논어를 통해 아시카가학교의 

의의를 전국적으로 알려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같은 유학 문화권인 아시아 지역 사람들과의 국제 

교류의 툴로 이 논어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밖에 아시카가학교에서는 평생 학습의 일환으로 아시카가학교 아카데미나 각종 강좌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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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다. 

또한 아시카가학교의 전통행사인 석전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시카가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향토애를 기르고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

도록, 일본 최초로 ‘어린이 석전’을 기획해 올해로 6년을 맞이한다. 

5.� 마치며：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아시카가시는 아시카가학교 부지와 아시카가 씨의 관련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07년 9월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기재 자산 후보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해 문화청에 제출한 바, 

아시카가학교 부지를 “근세 일본의 교육유산”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후 비젠시의 시

즈다니학교(閑谷學校), 미토 시의 고도칸(弘道館), 분고의 간기엔(咸宜園)과 협의, 연구해 “세계유

산 잠정 일람표 기재 자산 후보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아울러 매년 “근세 일본의 교육유산” 

세계유산 심포지엄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6월, 아시카가학교는 “근세 일본의 교육유산군: 배움의 마음과 예절의 근본”으로 비젠 

시즈다니 학교, 미토 고도칸 및 고라쿠엔(後楽園), 분고 간기엔 및 마메다마치와 더불어 일본 유산

으로 인정되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문화재를 위한 지역의 노력을 중시해야 하며, 구체적 노력으로는 유학 정

신을 계승하는 전통 행사의 지속과 보호, 그리고 유학 문화의 새로운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나아

가 세계적 조사 연구, 다른 지역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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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석전의 식순 -

① 개식(開式) 세 번 종을 올린 후 제관에게 시작을 고한다 

② 관수(盥漱) 제관은 호죠의 현관 앞에서 관수(손을 닦고 입을 헹굼)한다

③ 승당(昇堂) 대성전의 동쪽계단을 통해 승당, 대성전 남쪽에 북쪽을 향해 

늘어선다

④ 제관재배(祭官再拜) 제관은 이배를 한다

⑤ 장사고사(掌事告辞) 장사(掌事)는 입회인·일반 참석자에게 제의식의 거행을 고한다

　　　　　　　　　　　 (지금부터 석전의 의를 거행하겠습니다)

⑥ 대삼행사(大麻行事) 불주(祓主)는 축문을 읊어 선소(膳所), 제관, 입회인, 일반 참석

자 순으로 불제(祓除)한다

⑦ 영신의 의(迎神之儀) 불주는 영신의 축문을 읊고 공자상을 개방한다

⑧ 공찬의 의(供饌之儀) ~ 주악~

　　　　　　　　　　　 제기(쌀, 기장, 과일, 콩, 고기 순)를 공자·네 현인(안자, 자사, 

증자, 맹자)에게 올린다

⑨ 집준의 의(執罇の儀) 잔에 술을 따라 올린다

　　　　　　　　　　　　 초헌(初獻) 공자, 네 현인에게 올린다

　　　　　　　　　　　　 아헌(亜獻) 공자, 네 현인에게 올린다

　　　　　　　　　　　 수헌(修獻) 공자, 네 현인에게 올린다

　　　　　　　　　　　　 분헌(分獻) 공자, 네 현인에게 올린다

　　　　　　　　　　　　 배공(配供) 야상공(오노노 다카무라공)에게 올린다

　　　　　　　　　　　 ~주악을 그친다∼

⑩ 제관궤좌재배(祭官跪座再拝) 축관과 제관은 정면으로 꿇어 앉아 이배한다

⑪ 헌향(獻香) 일어서서 일배하고 향을 피운다

⑫ 축문낭독(祝文朗讀) 무릎을 꿇고 축문을 바친다

⑬ 제관재배(祭官再拜) 축관과 제관은 일어서서 이배한다

⑭ 사조음복(賜胙飮福)　　 ~주악(奏樂)~

　　　　　　　　　　　 장사는 공자, 네 현신의 잔에서 술을 취해 초헌한 자에게 내리

며, 초헌한 자는 이를 음복한다

　　　　　　　　　　　 ~주악을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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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예의의 종료 찬례(贊礼) 예의가 끝났음을 아뢴다

⑯ 송신의 의(送神之儀) 불주(祓主)는 송신의 축사를 아뢴다

⑰ 장사고사(掌事告辭) 장사(掌事)는 주관자와 일반 참례자에게 제의식이 종료되었음

으로 고한다

　　　　　　　　　　　 (이상으로 오늘 석전 의식을 종료하였습니다)

⑱ 폐식(閉式) 2번 종을 울린다

⑲ 퇴당(退堂) 제관은 서쪽계단을 통해 물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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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利学校——日本最古の開かれた学校としての今日的意義
史跡足利学校事務所 研究員市橋一郎

　　

　　　　　　　　　　　　　

１．足利学校の廃校と保護活動　
足利学校は関東管領上杉憲実が1430年代に再興し、16世紀後半までは大いに盛んであった。儒学

を中心とした漢学校で、身分等関係なく広く受け入れたので、全国から多くの学徒が参集した。17

世紀になって徳川家康が江戸に幕府を創設し新たな時代になると、足利学校の教学機能は大きく衰
退し、多くの貴重な書籍を持つ「文庫」として評価されるようになる。しかしそれも幕府の衰退と共に施
設の荒廃が目立つようになり、明治時代になると学校は事実上廃校になった。更に東側半分が小学
校敷地となったが、西側半分を地元の有志と足利の行政当局が協力して足利学校跡を守ってきた。

日本最古の学校の象徴である国宝４種をはじめとした貴重な書籍群は、中世教育史の史料として

の価値を持つばかりでなく、それが多くの人によって数百年にわたって守られてきた意義は大きい。

衰退した江戸時代にも火災に対して注意を払った。文庫を池の近くに設置したり、学校の領民は火
の番をしたり、周辺に火災が発生すると、何があっても直ちに学校に駆けつけたという。現代は事務
所内に職員による防火管理体制ができており、年に一度の文化財防火デーの日には防火訓練を実施
し、足利市の消防署の協力を得て、通報・退避・放水（ドレンチャー・放水銃・屋外消火栓）を

行っている。

また1970年に制定された足利市民憲章の第1章に「足利市は日本最古の学校のあるまちです」とあ

るように市民の誇りでもあるし、身近な存在でもある。いまでも足利学校のことを、親しみをこめて

「学校さま」と呼ぶ市民も多い。

２．現在の足利学校
現在は敷地の西半分に江戸時代前期に建てられた大成殿・三門があり、旧図書館などの新しい建

物もあるが江戸時代からの様相をよく残している。一方、東半分は明治時代からの小学校敷地を全
面発掘調査して、江戸時代中期頃の方丈・庫裏・書院や庭園、堀土塁などを1990年に復原してい

る。2011年には復原20周年記念行事などを開催し、ほかに新しい行事・文化活動として書初め会、

百人一首かるた会、絵画大会、クイズラリー、お茶席などを行っている。年間参観者は18万人ほど

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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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通りから参道を北に向かうと、入徳門があり、門をくぐりと管理棟の受付窓口が右側にある。

入学証を購入して、境内に向かう。高さ３ｍの石製の孔子像を左に見ながら、まっすぐ向かうと第
二の門・学校門があり、それを通ると左に旧図書館、右にかなふり松、正面には孔子廟がある。孔
子廟は杏壇門と大成殿からなる。日本最古の大成殿は間口５間、重層の瓦葺で、奥の中央の間に孔
子坐像、両脇に四高弟の木主がおかれ、右の間には小野篁坐像が安置されている。孔子廟を出て敷
地の東半分に向かうと復原した建物群や庭園・堀土塁がある。中心建物は方丈・庫裏・書院からな

る。庫裏の南入り口から入ると土間になっており、板の間に上がって左側の玄関を通って方丈に入
れば左手（南側）に南庭園が見える。方丈は奥の間中央に仏壇があるが元々安置されていた薬師如
来像が行方不明のため、空座となっている。渡り廊下を通り庫裏に向かうと左側に書院がある。書
院からは北庭園がよく見える。庫裏に入るといくつかの展示ケースが配置されており、足利学校に

関する史料やパネルが並べられている。

足利学校にはガイダンス施設がないため、足利学校西側の旧足利学校遺跡図書館内の旧閲覧室を

活用して、ここでも展示を行い足利学校の理解に寄与している。

３．町の風物詩となった現代足利学校の二大年中行事　
１) 足利学校釋奠

古くから行っている足利学校の行事として釋奠がある。特に近世だが、論語など儒学を教えた藩
校や郷校などの教育機関では、学校敷地内に孔子堂を設置し、その中に孔子や四高弟（四配）の像
や木主を安置して年２回さまざまなものを供える祭りを行った。これが釋奠である。現代の足利学校
では年１回11月23日に挙行している。この前後には足利市内の指定文化財が公開され、町中が大い

に賑わいを見せる。

足利学校では、再興当時も行っていたといわれているが、現行の釋奠は1907年地元の相場朋厚が

湯島聖堂の再開した釋奠を見学し、それを参考にして式次第を作成している（添付資料に式次第を

表示）。特徴的なことは、部分であるが牛肉を供していること、祭官が羽織袴着用であること、演
奏はあるが演舞がないこと、孔子・四配の他に小野篁も祀ることなどである。

2) 足利学校曝書
秋の天気のよい日には曝書といって貴重な書籍を書院の畳の上に広げて虫干しをする行事を、江

戸時代から行っており、書籍を湿気や虫害から守ってきた。書籍を開いて点検していると、最近は

少なくなったが銀杏の葉が栞のように挟まれていることがある。昔の担当者に聞くと虫よけになる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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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である。しかしその効用は確認できないので、現在は取り除いている。こうした書籍は、関東管領
上杉一族から寄贈された漢籍をはじめとして書籍約17,000冊があり、そのうち４種77冊が国宝、８

種98冊の書籍が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

４．教育の原点·生涯学習の拠点として　
今の日本人はモラルの欠如が顕著であると指摘する向きが多い。これを補えるものひとつとして、

足利学校にも残されている書・論語がある。論語のなかには、昔から培われてきた人として必要な常
識や言動がたくさん含まれている。そうした言葉は、各人が咀嚼し自分なりに解釈し、自分のものに

していけばよい。事実、昔から原文は変わらなくても、いろいろな解釈がなされてきているのが論語
である。また声に出して読むと意外と気持ちがスッキリするものである。それを素読という。足利学
校では論語の素読体験、学校教育の課外授業として方丈で論語の素読を行う行事など論語素読の各
種事業を展開してきた。2011年春に第１回全国論語素読の集いを開催し、遠くは沖縄の方も参加し

て成功裡に終えている。そして2012年には足利学校全国論語研究会を発足し論語検定や論語講座な

どの活動を行っている。これからも論語を通して足利学校の意義を全国に発信していきたい。更に

は、同じ儒学圏内のアジアの地域の人々との国際交流のツールとして、この論語が取り上げられるこ

とを期待たい。

ほかに足利学校では生涯学習の一環として足利学校アカデミーや各種講座も開催している。

また、足利学校の伝統行事釋奠を子供のころから関わることにより、足利学校への関心を持つと

ともに、郷土愛を育み伝統文化を継承していくことへの大切さを学ぶことを目的に、釋奠に倣いこど

も釋奠を日本で初めて企画し、今年で6年目になる。

５．おわりに—世界遺産登録を目指して—
利市は足利学校跡と足利氏の関連遺跡を世界遺産に登録しようと、2007年９月に『世界遺産暫定

一覧表記載資産候補に係る提案書』を作成、文化庁へ提出し、足利学校跡については近世教育遺産
としての検討をしてはどうかという指摘を受けた。その後備前閑谷学校、水戸弘道館、豊後咸宜園
と協議・研究を行い、世界遺産暫定一覧表記載資産候補の提案書を作成中である。また毎年のよう

に『近世日本の教育遺産』世界遺産シンポジウムを実施している。

2015年６月には『近世日本の教育遺産群－学ぶ心・礼節の本源－』として足利学校は備前閑谷学
校、水戸弘道館・後楽園、豊後咸宜園・豆田町とともに日本遺産に認定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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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からは、今までよりも更に、文化財に対する地元の取り組みを重視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

り、具体的には、儒学精神を具現化している伝統行事の継続と保護そして儒学文化の新たな利活用
などがあげられる。そして、世界へ向けた調査研究、他地域との連携など推進していかねばならな

い。

　

参考文献
史跡足利学校事務所『史跡足利学校紀要』第1号～第17号　2001年～2018年　足利市教育委員会
史跡足利学校事務所『史跡足利学校年報』2007年～2018年度　足利市教育委員会
足利市教育委員会『史跡足利学校保存整備報告書』1992年
史跡足利学校事務所・足利市立美術館『史跡展覧会図録　 足利学校―日本最古の学校、学びの

心とその流れ―』2004年　足利市教育委員会

添付資料　釋　奠　略　式　序　次

一　　開　　式 鳴鐘三点、祭官に開始を告ぐ

二　　盥　　漱 方丈玄関前にて祭官は盥漱(手を洗い口をすすぐ)す

三　　昇　　堂 大成殿東階より昇堂、大成殿の南側に北面並列す

四　　祭官再拝祭官二拝す

五　　掌事告辞掌事は立会人・一般参列者に祭儀執り行うを告ぐ

　　　　　　　　　　　 (只今より釋奠の儀を執り行ないます)

六　　大麻行事祓主は祓詞を奏し、膳所・祭官・立会人・一般参列者の順で祓う

七　　迎神の儀祓主は迎神の祝詞を奏し、孔子像を開扉す

八　　供饌の儀～奏楽～

祭器(簠・簋・籩・豆・俎の順)で孔子・四配(顔子・曽子・子思子・孟
子)に供す

　　　　　　　　　　

九　　執罇の儀爵に酒を汲て供す

初献　孔子・四配に供す

亜献　孔子・四配に供す

修献　孔子・四配に供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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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献　孔子・四配に供す

配供　野相公(小野篁公)に供す

～奏楽止む～

十　　祭官跪座再拝 祝・祭官正面に至り跪座し二拝す

十一　献　　香立って一拝し香を焚く

十二　祝文朗読 跪座し祝文を奉上す

十三　祭官再拝 祝・祭官立って二拝す

十四　賜胙飲福 ～奏楽～

掌事は孔子・四配の爵より酒を沃取し　初献の人に賜う　初献の人はこ

れを　飲酒す

～奏楽止む～

十五　礼儀終る贊礼　礼儀終ると唱う

十六　送神の儀祓主は送神の祝詞を奏す

十七　掌事告辞 掌事は立会人・一般参列者に本日の祭儀了るを告ぐ

(以上で本日の釋奠の儀を終了いたしました)

十八　閉　　式鳴鐘二点
十九　退　　堂祭官は西階から退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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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베트남�유교문화의�현대적�활용

요약문

유교는� 기원전� 2세기경에� 베트남에� 들어왔다.� 유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

역사,� 문화� 및� 사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유교가� 베트남에서� 해온� 역할과� 그� 영향

력은�불교,� 도교,�토속신앙이�베트남에서�해온�역할과�어우러져�역사적�시기에�따라�다른�

양상을�보인다.�현재�유교는�베트남�문화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고�말할�수�있

다.� 유교의� 가치는� 베트남� 문화에� 녹아들어� 베트남� 문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

[키워드：유교,�베트남,�베트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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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ism� transmited� from� China� into� Vietnam� sometime� around� the� 2nd�

century� BC,� along� with� the� invasion� of� China� in� the� north� of� Vietnam� today.�

During� the� past� over� 2000� years,� Confucianism� always� played� a� role� in� the�

history,� culture� and� thought� of� Vietnam.� According� to� each� period� of� tim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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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types� of� thoughts.� Nowadays,� one� may� say� that� Confucianism� has�

become� a� “cultural� constant”� in� Vietnam.� Confucian� values� have� been�

integrated� in� Vietnamese� culture,� and� become� an� integral� component� of�

Vietnamese� culture.�

[Key�words]� Confucianism,� Vietnam,� Vietnamese� culture,� Utilization



36

베트남� 유교문화의� 현대적� 활용

응웬 투안 쿠엉(Nguyễn Tuấn Cường) 
시노-놈 연구소, 베트남 사회과학 아카데미

1.� 베트남의� 유교：전파와� 수용�

유교는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의 침략과 자오치(현재 베트남의 북쪽 지방에 해당) 통치 과정에

서 베트남에 들어왔다. 도교는 2세기경에 베트남에 유입되었으며 아마도 사섭(士燮)과 장진(張津)

(자오저우에 201년 파견) 등 자오치를 지배하기 위해 파견된 중국 관리들을 따라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1) 불교는 베트남에 약 1세기경부터 육로와 수로를 통해 들어왔다. 그러므로 유교-불교-도

교 삼대 사상은 사섭 시대부터 베트남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2) 

이른 시기에 베트남에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938년부터 계산) 지속된 북부 통

치 시기 동안에는 유교의 역할(그 당시에는 한족 유교)이 그다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

다. 1,000년 이상 지속된 이 시기 동안에는 불교가 베트남의 지식인 계층의 삶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단, 이 시기에도 쿠엉 콩 푸(Khương Công Phụ)(731~805)와 그의 남동생 쿠엉 콩 퍽

(Khương Công Phục)(?~?) 등 일부 베트남 지식인들은 관직을 위해 공부하고 과거시험에 급제하

여 당나라 시대 때 중국 관직에 입성하기도 하였다.  

리(Lý) 왕조(1009~1225) 시대에 이르러 1070년, 리 타이 통(Lý Thái Tông) 왕(통치기간 

1054~1072)은 수도 탕롱(Thăng Long)에 공자와 유교의 가치를 기리고자 공자사당(Văn miếu 文
廟：문묘)을 세웠다. 1075년, 리 난 통(Lý Nhân Tông)(통치기간 1072~1128)은 베트남에서 첫 

유교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머지않아 1076년, 리 난 통 왕은 국자감(Quốc Tử Giám 國子監, 글

자 그대로 “국가의 아들을 위한 학교”라는 뜻)을 공자사원 바로 옆에 재설립 하였다. 1070년대에 

연속적으로 진행된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은 베트남에서 유교가 행정 관료층에게 공식적으로 수용되

었다는 예이다. 또한,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수용된 베트남에서의 유교는 주로 그 기반을 중국의 

송나라 유교(960-1279)에 두고 있다. 

1) Huệ Khải (Dũ Lan Lê Anh Dũng), Tam giáo Việt Nam: Tiền đề tư tưởng mở đạo Cao Đài, 산 마
르틴, CA: Nhà xuất bản Tam Giáo Đồng Nguyên, 2010, tr. 26.

2) Lê Anh Minh, “Khởi nguyên của Phật giáo Việt Nam,” Dương Ngọc Dũng, Lê Anh Minh, Triết giáo 
Đông phương, TP HCM: NXB Đại học quốc gia TP HCM, 2003, tr. 47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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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Trần) 왕조(1225~1400) 시대 동안 유교는 계속해서 성장하였고 유교 과거제도의 토대도 점

차 질서를 잡아(7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름) 잘 알려진 인물인 레 반 흐우(Lê Văn Hưu) 

(1230~1322), 추 반 안(Chu Văn An)(1292~1370), 레 쿠앗(Lê Quát)(1319~1386), 팜 수 만

(Phạm Sư Mạnh)(1300~1384) 등을 배출한 유교학파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유교는 이 시

기의 정치적, 이념적, 학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불교를 압도하지는 못하였다.  

레(Lê) 왕조(1428~1789) 초기에 유교는 더욱 발전하여 번성하는 단계에 이르며 특히, 베트남 

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레 탄 통(Lê Thánh Tông)(통치기간 1460~1497) 왕

의 통치 기간 동안 더욱 번성하였다. 레 탄 통은 정부기관, 사법기구 및 과거시험 교육기관 등 주

요 국가 기관의 세 가지 관점에서 유교를 발전시켰다. 처음으로, 공자사당에 있는 석판에 과거에 

급제한 학자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다.3) 이러한 세 가지 국가기관을 통해 유교문화는 베트남 사회의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에 따라, 불교와 도교가 국가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었고, 대신 불교와 

도교는 널리 퍼져 토착 민간 신앙의 형태로 통합되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레 왕조의 후반부, 특히 찐-응우옌(Trịnh-Nguyễn) 전쟁(찐-응우옌 분

쟁(Trịnh – Nguyễn phân tranh), 1627~1775) 기간 동안에는 지속된 내전의 영향으로 인해 유

교는 사회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차 쇠퇴하며 중요성을 잃어갔다. 

이 시기에는 또한 “삼교합일”(Tam giáo hợp nhất 또는 Sanjiao Heyi 三教合一, 즉, 유교, 불교, 

도교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한 운동)의 움직임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삼대사상의 조화를 주제로 

다수의 저서를 남긴 응우옌 빈 키엠(Nguyễn Bỉnh Khiêm)(1491-1585), 트린 투에(Trịnh Tuệ) 

(1701~?), 응오 티 념(Ngô Thì Nhậm)(1746~1803)과 같은 많은 유교 지식인들이 불교와 도교에 

대한 방대한 지식으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4) 

응우옌(Nguyễn) 왕조(1802~1945)에 이르러, 응우옌 왕정은 유교의 우월성을 지지했으며 이는 

쇄국정책으로 이어져 서구 문화와 문명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점차 중국과 일

본에 비해 사상측면에서 뒤쳐지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실학(實學)파가 발전하였고 일

본은 유럽학문(난학：蘭學, 랑가쿠)을 수용하였다. 마지막 유교 행정 정권은 1075년에 도입된 이후

로 844년간 시행되던 과거제도가 폐지된1919년에 끝을 맞이하였다고 간주된다.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유교는 새로 개발된 남부보다는 베트남 북부와 중부에서 더 큰 영향을 끼

쳤다. 북부 베트남에서는 동아시아 문화를 선호하였고 남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문화에 더 가까

3) Ngô Đức Thọ (chủ biên), Các nhà khoa bảng Việt Nam, Hà Nội: NXB Văn học, 2006.

4) Phan Đại Doãn chủ biên, Một số vấn đề về Nho giáo Việt Nam, Hà Nộ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1999, tr.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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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으며 중부 베트남은 양쪽 문화가 섞여서 “공존”하였다.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유교는 점

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 오늘날� 베트남에서� 유교의� 자료유산

베트남에 현존하는 유교 자료유산은 유교사상을 담고 있으며 고대 한자와 고대 쯔놈(chữ Nôm 

喃字)을 사용하여 처음 문서화 되었다. 베트남인들은 “한자”(漢字)를 “유자”(儒字)라고 부른다. 이

는 베트남인들이 유교 문헌들을 공자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시노

-놈 연구소에서 베트남의 가장 방대한 고전 문헌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한 120편의 문헌을 포함하여 약 6,000편에 달하는 문헌들(약 35,000권의 장서

에 해당)을 보유하고 있다. 비슷하게, 하노이 국립도서관도 현재 약 900여 편의 문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44편의 문헌 내용이 유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5) 공자의 사상에 일부 영향을 받은 

문헌의 수는 위에서 언급한 6,000편과 900편의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교문헌의 중심이 되는 사서오경은 20세기 이전에 쯔놈을 사용하여 베트남어로 완역 되었다. 

일부 고전 문헌은 여러 차례 번역되기도 하였다.6)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고전 문헌들은 

로마자(chữ Quốc ngữ, 즉,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베트남의 공식 문자체계)로 지속적으로 재번역, 

재해석, 기록되어 오늘날 베트남인들은 이 문헌들을 읽을 수 있다. 로마자 번역본을 기반으로 보

면, 사서의 경우 5~10건의 완역본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오경의 경우 약 1~3건의 다

른 번역본이 있다. 다양한 번역본은 베트남 전역에 걸쳐 다수의 출판사를 거쳐 출판되고 재인쇄 

되었으며 이러한 유교 고전들이 여전히 베트남에서 두터운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교사상과 문화는 베트남 전역에서 역사문화 유산의 석판, 현판, 시구, 비문 등에 표현되

어 있다. 

베트남의 유교 자료유산은 전국의 유교사원시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응우옌 왕조 때, 약 30

개의 성(province) 단위 공자사당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각 공동체와 마을에서 소규모 사원을 어

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대부분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20여개소 이상

의 다양한 규모의 공자사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소규모 시설의 경우 아마도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5) Nho giáo ở Việt Nam (Kỉ yếu Hội thảo quốc tế),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2006.

6) Nguyễn Tuấn Cường 阮俊强, 《文字、语言与思想的本土化：关于古代越南儒家经典翻译问题》, 《中国
学》第三辑, 2013, 103-12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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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 있는 공자사당-국자감(Văn miếu – Quốc tử giám 文廟國子監)은 유교관련 위인들과 

레왕조의 과거시험 국가 교육기관을 기리기 위한 장소이다. 지금까지, 이 곳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

한 문화 관광 센터의 역할을 해왔다.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관광차 오는 이들도 있고, 고대 유

교교육문화를 배우고 레왕조 시대에 기려진 82명 학자의 비석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또한, 

음력 새해의 시작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시노-놈 서예작품을 구하고자 이곳을 찾는 이들도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학문의 진전과 시험 합격을 비는 등 학업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자연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 매년 이곳을 찾

는 방문객의 수는 160만~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40%가 외국인(약 70만 명)이

다. 이러한 방문객 숫자는 내가 방문했던 베이징, 상하이, 대남, 타이베이의 공자사당 등 상대적으

로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시설들에 비하면 굉장히 놀라운 추세이다. 베트남의 다른 문묘들 또한 

찾는 방문객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군주제 시대 동안 베트남의 유교제사도 중국의 예법을 따라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진행되

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교적 성격을 띠는 두 번의 연례행사가 치러진다. 하나는 음력 새해의 

네 번째 날 아침 하노이 공자사당에서 사회과학 및 인문대학(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 소속) 총장

이 직접 주재하여 교수들이 진행하는 “향 봉헌” 이다. 두 번째 행사는 매년 9월 28일에 칸 호아

(Khánh Hoà) 성 닌 호아(Ninh Hoà) 지구의 공자사당에서 현지 학습장려기구의 주재로 진행되는 

워크숍이다. 이는 베트남 남부의 베트남 유교 협회(1957-1975)에서 진행했던 연례 유교 제사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여준다.7) 

3.� 오늘날� 베트남에서� 유교의� 정신적� 유산� � 일부� 관점에서의� 고찰

유교의 정신적 유산은 베트남인들의 사상, 관습, 풍습 및 행동에서 나타난다. 유교의 영향을 받

은 특정 사고방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바로 판단하는 특정

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판단은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마

련이고 동시에 시대적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유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 베트남인들의 일부 주요 사고방식의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 유교 관직등용시험(1075~1919)의 영향으로 인해 베트남인들은 

교육에 큰 중요성을 둔다. 부모가 가난할지라도 저축하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한다. 집안

7) Nguyễn Tuấn Cường, “남부 베트남에서 유교의 발전1955-1975 및 응우옌 당 턱(Nguyễn Đăng Thục)의 신
유교학자로서의 역할,” 베트남학 학술지, 2015, Vol. 10, Issue 4, pps.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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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가난할수록,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더 높은 학구열을 보인다. 관직등용시험

이 시행된 이후로 응에 안(Nghệ An)과 하 띤(Hà Tĩnh) 등 가난한 지방에서 다수의 과거 급제자

를 배출하였다. 지금도 이러한 지방에서는 여전히 학구열이 매우 높다. 오늘날, 학습장려기관은 중

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및 공동체 단위 등 각계각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많은 가족

들이 가족 학습장려펀드를 수립하여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자 상금을 

수여하기도 한다. (2) 유교 교육과 과거시험의 영향으로 오늘날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한 사람의 성

취로 가족 전체가 명예로울 수 있도록 관직진출 및 사회지위 획득을 위해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베트남인들이 여전히 신봉하는 원칙은 “한 사람이 고위관료가 되면, 모든 문중

이 그에게 의지할 수 있다”(“Một người làm quan, cả họ được nhờ”)이다. 즉, 가족 중 한 사람

이 주요 관직에 진출하면 본인 가족의 아이들을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국가기관과 민간조직에서 “정실인사”라는 현상을 

야기했다.  

가정생활에서 (1) 베트남인들은 효(孝)를 중시하며 이 또한 유교사상의 영향이다. 자녀들은 부모

와 조부모에 복종하고 순응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는 유교가족의 “예교”(禮教)이며 의례를 교

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2) 효는 가부장제도로 이어진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다방면에서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심지어 아직도 중매결혼이 행해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신랑

감이나 신붓감을 선택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3) 가부장제도는 또한 남

성선호의 성차별적인 견해로 이어진다(남성을 중시하고 여성을 경시함). 가족 내에서, 남성들이 여

성들보다 우위를 가지며 아들을 낳는 것이 딸을 낳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한다. (4) 베트남 

가족의 또 다른 특성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오랜 시간 함께 살며 부모에게 상속받는 유산에 의존한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유교전통에 영향을 받은 특성이 많이 있다. (1) 베트남인들은 “의”(義 nghĩa)

라는 단어를 중시한다 – “의”는 유교학파의 오상(五常) 인, 의, 예, 지, 신((仁, 義, 禮, 智, 信) 중 

하나이다. “의”는 상사와 부하, 배우자, 친구 및 이웃 간의 행동규범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의”

(義 nghĩa)는 베트남 민요에 도덕용어로 자주 등장한다. (2) “왕에 충성하고 국가를 사랑한다”(忠
君愛國 trung quân, ái quốc)는 과거의 유교사상은 베트남 국민의 애국정신으로 이어져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이 적의 침략에 맞서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3) 상업을 경시하는 경향은 베트남 군주제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아 쇄신(Đổi mới, 1986년부터 추진)이 추진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

제 성장이 둔화되고 활력을 잃었다. 오늘날 상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점점 더 장려되고 

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장사꾼”(con buôn)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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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제는 오히려 존경의 의미를 담아 “사업가”(doanh nhân)라고 불리고 있다. 전통적 사

회 개념들이 현대사회의 가치에 적합하도록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교의 정신적 유산은 다양한 강도로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위에서 소개한 측면들이 

주요 특성이다. 

4.� 결론

베트남에 전파된 이후로 유교는 현지화 과정을 거쳐서 문화와 사회사상의 기반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에서의 유교는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의 각 시기와 각 지리적 지역을 거

치며 베트남의 문화 및 사회현실에 맞추어 변화하였다. 이는 또한 베트남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인 

유연성과 문화동화(혹은 문화적응)로 나타난다. 현재, 베트남인들은 과거 세대에서 겪었듯이, 유연

성과 문화동화의 정신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유교 유산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현실에서 달라진 점

이 있다면, 베트남 사회는 국가 역사상 겪어본 적이 없는 강력한 세계화와 국제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는 베트남역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의 문화적 요소가 되었다. 유교의 가치들은 베트

남 문화에 녹아들어 베트남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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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Thoughts� on� Modern� Utilization�
of� the� Confucian� Culture� in� Vietnam

Nguyễn Tuấn Cường 
(Institute of Sino-Nom Studie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Abstract: Confucianism entered Vietnam in approximately the 2nd century BC. For 

over 2000 years, Confucianism has played a role in Vietnamese history, culture and ideology. 

Depending on the historical period, the role of Confucianism in Vietnam varied in its degree 

of influence alongside the role of Buddhism, Taoism, and indigenous thought in Vietnam. 

Currently, it can be said that Confucianism has become a cultural constant for Vietnam. The 

values of Confucianism have blended into Vietnamese culture,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Vietnamese culture.

Keywords: Confucianism, Vietnam, Vietnamese culture

***

1.� Confucianism� in� Vietnam：transmission� and� reception

Confucianism entered Vietnam around the 2nd century BC, along with the process of 

Chinese invasion and rule of Jiaozhi (which corresponds to the northern region of modern 

Vietnam). Daoism entered Vietnam from around the 2nd century, possibly following Chinese 

officials sent to colonize Jiaozhi, such as Shi She 士 燮 (137~266), Zhang Jin 張 津 (sent to 

Jiaozhou in 201)1). Buddhism has entered Vietnamese territory since about the 1st century 

both by land and water routes. Therefore, the Three Teachings - Confucianism - Buddhism 

- Daoism had fully appeared in Vietnam since the Shi She period.2)

Although it entered Vietnam at an early date, during the Northern domination period of 

1) Huệ Khải (Dũ Lan Lê Anh Dũng), Tam giáo Việt Nam: Tiền đề tư tưởng mở đạo Cao Đài, San 
Martin, CA: Nhà xuất bản Tam Giáo Đồng Nguyên, 2010, tr. 26.

2) Lê Anh Minh, “Khởi nguyên của Phật giáo Việt Nam,” Dương Ngọc Dũng, Lê Anh Minh, Triết giáo 
Đông phương, TP HCM: NXB Đại học quốc gia TP HCM, 2003, tr. 47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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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1000 years (calculated from the year 938), the role of Confucianism (Han 

Confucianism at the time) during this period was still rather indistinct. During that period of 

more than 1000 years, Buddhism played a central role in Vietnamese intellectual life. 

However, in this period, there were still some Vietnamese intellectuals who studied, took and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entered the official bureaucracy in China during the 

Tang Dynasty, for example Khương Công Phụ (731~805) and his younger brother Khương 

Công Phục (?~?).  

By the Lý Dynasty (1009~1225), in 1070, King Lý Thái Tông (reigning 1054~1072) built 

the Temple of Confucius (Văn miếu 文廟) at Thăng Long capital to worship Confucius and 

Confucian worthies. In 1075, Lý Nhân Tông (reigning 1072-1128) opened the first Confucian 

examination in Vietnam. Soon after, in 1076, King Lý Nhân Tông re-established Directorate 

of Education (Quốc Tử Giám 國子監, literally “School for Sons of State”) right next to the 

Temple of Confucius. These three consecutive events in the 1070s can be seen as indications 

of administrative and official reception of Confucianism in Vietnam. Also due its official 

reception during this period, Confucianism in Vietnam is based mainly on Song Dynasty 

Confucianism (960~1279) from China.

During the Trần Dynasty (1225~1400), Confucianism continued to grow and the 

foundation of Confucian examinations became increasingly regulated (one examination every 7 

year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Confucian scholar class including 

well-known figures such as Lê Văn Hưu (1230~1322), Chu Văn An (1292~ 1370), Lê Quát 

(1319-1386), Phạm Sư Mạnh (1300~1384)... However, Confucianism had not overwhelmed 

Buddhism in the political, ideological, academic and cultural life of this period.

At the beginning of the Lê dynasty (1428~1789), Confucianism developed to the point of 

prosperity, especially during the reign of King Lê Thánh Tông (reigning 1460~1497) - the 

greatest king in Vietnamese monarchic history. Lê Thánh Tông promoted Confucianism on 

three aspects of key state organizations: governmental organization, legal institutions and civil 

examination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the presented scholars passing the examination were 

allowed to have their names engraved on stone steles in the Temple of Confucius to set an 

example for eternity.3) Through these three state institutions, Confucian culture was deeply 

3) Ngô Đức Thọ (chủ biên), Các nhà khoa bảng Việt Nam, Hà Nội: NXB Văn họ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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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into many aspects of Vietnamese social life. Consequently, Buddhism and Taoism 

were gradually reduced in the role of influencing state institutions, instead spreading and 

integrating into types of indigenous folk beliefs.

From the 16th-18th century, the second half of the Lê dynasty,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of Trịnh-Nguyễn wars (Trịnh – Nguyễn phân tranh, 1627~1775), due to the influence of 

continuous civil wars, Confucianism tended to regress and gradually lose vitality because of 

its in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crisis. The trend of “The Three Teachings United” 

(Tam giáo hợp nhất or Sanjiao Heyi 三教合一, i.e., the movement towards the harmonious 

unification betwee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begins to emerge during this 

period. Many Confucian intellectuals became equipped with profound knowledge about 

Buddhism and Taoism, such as Nguyễn Bỉnh Khiêm (1491~1585), Trịnh Tuệ (1701~?), Ngô 
Thì Nhậm (1746~1803), who left many writings about harmony of the three teachings.4)

Arriving at the Nguyễn Dynasty (1802~1945), the Nguyễn court advocated Confucian 

supremacy, leading to a policy of seclusion, refusing to accept Western culture and 

civilization. This made Vietnam gradually lag behind in ideology compared to China and 

Japan, because at that time  China developed the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實學), while 

in Japan had adopted European learning (蘭學Rangaku). The last Confucian administrative 

regime can be regarded as having terminated in 1919 whe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abolished after 844 years of existence since 1075. 

From the perspective of space, Confucianism had a more profound influence in Northern 

and Central Vietnam as opposed to the newly developed South.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Northern Vietnam as favoring East Asian culture, whereas Southern Vietnam is more oriented 

to Southeast Asian culture, and Central Vietnam being a “hybrid” product. From north to 

south, the stamp of Confucianism gradually faded.

2.� The� material� heritage� of� Confucianism� in� Vietnam� today

The existing Confucian material heritage in Vietnam is firstly reflected in documents with 

ancient Chinese script and ancient Nôm script (chữ Nôm 喃字) containing Confucian 

4) Phan Đại Doãn chủ biên, Một số vấn đề về Nho giáo Việt Nam, Hà Nộ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1999, tr.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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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y. The Vietnamese call “Chinese script” (漢字) “Confucian script” (儒字), proving that 

this writing was considered by the Vietnamese as a parallel to Confucian thought. Currently, 

Vietnam's largest collection of classical texts is located in the Institute of Sino-Nom Studies, 

this repository contains about 6,000 works (corresponding to about 35,000 books), including 

more than 120 works directly commenting on the Four Books (四書) and the Five Classics 

(五經). Similarly, the collection at the National Library of Hanoi currently has about 900 

works, among which there are 44 works with content directly related to Confucianism.5) The 

number of works partially affected by Confucian thought is probably not less than half of 

the ebove-mentioned numbers 6,000 and 900.

The central Confucian texts – the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 had been fully 

translated into Vietnamese using Nôm script prior to the 20th century; some of these classic 

texts were translated many times.6)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up to now, these 

classics have been continuously re-translated, reinterpreted and recorded in the Romanized 

script (chữ Quốc ngữ, i.e the official writing system of Vietnam based on the alphabet) so 

that Vietnamese people can now read. Based on estimates of Romanized script translations, 

the number of Four Books translations now numbers 5-10 full translations, while the Five 

Classics translations have about 1-3 different translations. These translations have been 

continuously published and reprinted in many publishing houses from North to South, 

showing that the Confucian classics still attract many Vietnamese readers.

In addition, Confucian ideology and culture are also expressed in steles, plaques, couplets, 

and inscriptions in historical and cultural relics throughout the country.

The material heritage of Confucianism in Vietnam is also expressed through the existence 

of nationwide Confucian temple facilities. Up to the Nguyễn Dynasty, there were about 30 

provincial-level Temple of Confucius, not to mention smaller temple facilities at the commune 

and village levels that existed everywhere, most concentrated in the North. Currently in 

Vietnam there are still more than 20 Temples of Confucius at various levels; the number of 

smaller facilities is probably more, but there are no exact statistics.

Temple of Confucius - Directorate of Education (Văn miếu – Quốc tử giám 文廟國子監) 

5) Nho giáo ở Việt Nam (Kỉ yếu Hội thảo quốc tế),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2006

6) Nguyễn Tuấn Cường 阮俊强, 《文字、语言与思想的本土化：关于古代越南儒家经典翻译问题》, 《中国学》
第三辑, 2013, 103-12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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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anoi is a place to worship Confucian figures and a national school of the Le dynasty 

civil service examination. So far, this is one of the most famous cultural tourism centers 

nationwide. Visitors come here to visit, sightsee, to learn about ancient Confucian education 

culture, to admire the 82 presented scholar steles of the Lê dynasty, and to ask for the 

Sino-Nôm calligraphy on each occasion of the beginning of the Lunar New Year. Especially, 

in the past 20 years, many visitors come here to pray for educational success, that is, the 

desire to advance in future studies and pass exams; hence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children and young visitors. Each year, this site attracts about 1.6 to 2.0 million visitors, of 

which 40% are foreign guests (about 700,000 visitors). These are very impressive numbers 

compared to the relatively gloomy situation in Temples of Confucius in Beijing, Shanghai, 

Tainan, and Taipei which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Other Temples of Literature in 

Vietnam also lack visitors.

During the monarchic era, the Confucian sacrifice in Vietnam also followed the prescription 

in China, twice a year in the Spring and Fall. Presently, there are still two annual activities 

of Confucian nature: one is the “incense offering” at Hanoi Temple of Confucius in the 

morning of the fourth day of Lunar New Year by the teachers in th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belonging to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Hanoi) directly officiated 

by the Principal. The second is workship in the Temple of Confucius in Ninh Hoà district, 

Khánh Hoà province on September 28 every year, chaired by the local Association of Study 

Encouragement; this is the remaining influence from the annual Confucian sacrifice of the 

Vietnam Confucian Association (1957-1975) in South Vietnam.7)

3.� The� spiritual� heritage� of� Confucianism� in� Vietnam� today� -� some� aspects

The spiritual heritage of Confucianism manifests itself through the ideology, customs, 

practices and behaviors of Vietnamese people. It is very difficult to use a certain criterion to 

immediately determine that a certain mental characteristic influenced by Confucianism is 

positive or negative, good or bad, because that judgment is often subjective of the assessor 

7) Nguyễn Tuấn Cường, “The Promotion of Confucianism in South Vietnam 1955-1975 and the Role of 
Nguyễn Đăng Thục as a New Confucian Scholar,”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2015, Vol. 10, Issue 
4, pps. 30-81.



실천세션�1

세계�유교문화자원의�현대적�활용

47

and at the same time limited by the era. So here I am inclined to describe some of the 

important spiritual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people now considered to be influenced by 

Confucianism.

In terms of education, (1)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nfucian civil service examination 

(1075~1919), Vietnamese people attach great importance to education. Although parents are 

poor, they also try to save money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The poorer the house, the 

more students try to learn to improve their lives. Since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period, 

poor provinces like Nghệ An and Hà Tĩnh have produced many passing scholars; to this 

day these are still the provinces with a very high learning spirit. Today, Associations of Study 

Encouragement are established everywhere, from the central level to the provincial, district 

and communal levels, and even many families also set up their family's Study Encouragement 

Fund to award prizes to encourage their children to actively study. (2) A consequence of the 

Confucian education and examination is that to this day, Vietnamese people still have the 

idea of learning to become officials, to have a social position, so that the whole family can 

be honored for one’s achievements. Many Vietnamese people still uphold the principle of “if 

one person becomes a mandarin, the entire clan can depend on him” (“Một người làm quan, 

cả họ được nhờ”), that is, if there is a person in the family who becomes a major official, 

he or she will be responsible for bringing the children in the family to work in his/her unit. 

This also causes a state of “nepotism” in many state agencies as well as private.

In family life, (1) Vietnamese people value filial piety (孝); this is also the influence of 

Confucian thought. Children are taught to obey and listen to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That is the “ritual education” (禮教) of the Confucian family, using rites to educate. (2) A 

result of filial piety is paternalism: parents play a decisive role in many aspects of the lives of 

children, even in rural areas there is still a practice of arranged marriage, that is, parents 

choose a husband or wife for their child (this phenomenon is steadily decreasing). (3) 

Patriarchalism also produces sexist views in favor of male (value males and belittle females). 

In the family, males have a higher role than females, and giving birth to a son is considered 

to be better than giving birth to a daughter. (4) Another feature of Vietnamese families is 

that their children often depend on their parents, living with their parents for a long time 

after maturing, relying on inheritance from their parents.

In social views ,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that are considered influenced by Confucian 

traditions. (1) The Vietnamese attach importance to the word “Righteousness” (義 nghĩa) -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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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ive Constants五常 - Humanity, Righteousness, Ritual, Wisdom, and Trustfulness (仁, 

義, 禮, 智, 信) of the Confucian school. The concept of “Righteousness” is expanded into 

codes of conduct between superiors and subordinates, between spouses, friends and neighbors. 

In Vietnamese folk songs and folk songs, “Righteousness” (義 nghĩa) is the moral term which 

appears most often. (2) The thought of “being faithful to the king, loving the country” (忠君
愛國trung quân, ái quốc) of the Confucians in the past now coalesces into the patriotic spirit 

of the Vietnamese peopl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helping Vietnam to win in most wars 

against enemy invasion for more than 2000 years. (3) Thoughts of disregard for trade have 

dominated for a long time in the history of Vietnamese monarchy, which lasted until the 

period of Renovation (Đổi mới, from 1986 onward), making the economy grow slowly and 

lack of vivacity. Today business is increasingly being promoted a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Businessmen are no longer called “traffickers” (con buôn) with a sense 

of contempt, but are called “businessman” (doanh nhân) with a sense of honor. This is an 

adjustment of traditional social conceptions to be more suitable to contemporary values. 

The Confucian spiritual heritage also manifests itself in many other dimensions, with 

varying degrees of intensity and intensity, but these can be considered as key features.8)

4.� Conclusion

After its transmission into Vietnam, Confucianism has been localized to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foundation of cultural and social thought. Confucianism in Vietnam is 

not an immutable entity, but was customized according to the cultural and social reality in 

8) See more about issues of Confucianism in Vietnam in these works: (1) Confucianism in Vietnam,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Ho Chi Minh City Publishers, 2002; (2) Nghiên cứu tư tưởng Nho gia Việt 
Nam từ hướng tiếp cận liên ngành (Kỉ yếu Hội thảo quốc tế), Hà Nội: NXB Thế giới, 2009; (3) 
Vũ Khiêu chủ biên, Nho giáo xưa và nay,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1991; (4) Nho giáo tại 
Việt Nam,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1994; (5) Nguyễn Khắc Viện, Bàn về đạo Nho, in 
trong: Nguyễn Khắc Viện – tác phẩm, tập 1, Hà Nội: NXB Lao động, 2003, tr. 483-574; (6) 
Trần Đình Hượu, Đến hiện đại từ truyền thống. Hà Nội: NXB Văn hoá, 1996; (7) Nguyễn Kim 
Sơn, “Nho giáo trong tương lai văn hoá Việt Nam”, Tạp chí Văn hoá – Nghệ thuật, số 2/2003; (8) 
Kelley L. C., “Confucianism” in Vietnam: A State of the Field Essay”,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Feb 2006, 1 (1-2), pp. 314–370; (9) Nguyễn Kim Sơn 阮金山,《當代越南儒教研究之現狀與問題》，載
《台灣東亞文明研究學刊》第5卷第2期(總第10期), 2008年12月, 第155-172頁; (10) Elman B. A., Duncan J. 
B., Ooms H. eds, Rethinking Confucianism: Past and Present in China, Japan, Korea, and Vietnam, 
LA: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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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through each historical period as well as each geographical region. It is also a 

manifestation of flexibility and acculturation (or cultural adaptation) as gener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Vietnam.9) Currently, Vietnamese people are also dealing with Confucian 

heritage in Vietnam based on the spirit of flexibility and acculturation as did previous 

generations, only now the reality of present day society has characteristics of strong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which had never been seen in national history. It can be 

said that Confucianism has become a cultural constant for Vietnam. The values of 

Confucianism have blended into Vietnamese culture,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Vietnamese 

culture.

Hanoi, August 2019

Nguyễn Tuấn Cường

cuonghannom@gmail.com 

(3.500 ch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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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공자의�예법관과�당대의�계승

요약문

공자의� 예법관� 및� 당대� 중국의� 계승은� 3가지� 분야에� 드러난다.� 納禮⼊法(납예입법)은� 통

치�및�국정운영에�새로운�이론이었고�志道据德(지도거덕)은�통치와�국정운영의�새로운�기

틀이었으며�德法竝擧(덕법반거)는�치국과�국정운영의�새로운�지표였다.�

1,�納禮⼊法(납예입법):�신시대�통치�및�국정운영의�새�이론

근대에�이르러� 중국법률에�대한� 서구의� 記述을�중국이�받아들이면서� 중국� 고대법률을�刑�

위주로�보아�중국법치의�개념이�편협해졌고�그로�인해� ‘예’를�법�연구범주에�포함시킬�필

요가�생겼다.�고대사회의�예법에�과도하게�주목한�바� 20세기�이후�전통법�해독에�큰�오류

를� 가져왔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 ‘예’의� 주� 기능은� 신분질서의� 확립이었다는� 점

이다.� 唐律(당율)은� 신분질서� 하에서� 平의� 원리를� 추가했다.� 하나는� 천지자연의� 질서였고�

또� 하나는� 유가이론의� 뜻� 이었다.� 이런� 질서는� 차례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유가� 예법관념은�질서라는�전제하에�진정한�공평을�추구하는�것이다.� 公平正義

(공평정의)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법치이론의�핵심가치다.�

2.�志道据德(지도거덕):�신시대�통치�및�국정운영의�새�기틀

덕은�중화민족이�추구해온�일관된�정신이다.�공자는�덕과�인간의�수양관계를�비교적�체계

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인물이다.� 역대� 사인� 역시� 공자의� ‘덕’� 신앙을� 발전시켰다.� 증자는�

愼終追遠,� 民德歸厚矣(� 장례를� 신중히� 치르고� 먼� 조상의� 제사에도� 정성을� 다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질�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맹자는�왕도주의를�제기했다.� 한대의�五常德性

은�후대사람들의�보편적인�관념이�되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사회적�거버넌스에서의� ‘덕’의�역할에�특별히�중점을�두고�2013년�

11월�산동성�시찰을�하면서� ‘國無德不興, ⼈無德不⽴(나라는�덕이�없고, 사람은�덕이�없으

면�살�수�없다’을�강조했다.�

3,�德法竝擧(덕법반거):�신시대�통치�및�국정운영의�새�지표

공자는� ‘德法(덕법)’을� 강조했고� ‘德主刑輔(덕법반거)’를�주장했는데� 형벌은� 덕정을�베푸는�

보충요소일� 뿐이었다.� 법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공자는� 첫째,� 법률제정은� 실제에� 근거

해�公正無私(공정무사)해야�법률의�수호와�집행을�보장할�수�있다고�여겼다.�둘째,�공자는�

관리가� 앞장서서�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공자는� 관리자가� 법을� 집행할� 때의�

기준을�제시했다.�넷째.�禮의�정신하에서�법치를�집행해야�했다.�시진핑�주석은�여러�차례�

도덕과�법률의�관계에�대해�논한�바,� 2016년�시진핑�주석은�중공� 18차�중앙정치국�제37

차� 단체학습에서� 법치에� 대한� 도덕적� 지지작용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良法善治(양

법선이)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시진핑�주석의�이러한�담론은�공자의�德法竝

擧(덕법반거)�사상의�계승과�발전을�나타낸다.�

引’禮’⼊’法’(인예인법)� ,� 志道据德(지도거덕),� 德法竝擧(덕법반거)는� 신� 시대� 법치사상의� 실

천성을�결정하는�것이며�역사화�현실의�결합이고�이론과�실천의�결합인�동시에�법치와�정

치의�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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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孔⼦的礼法观及其当代传承

Content

孔子的礼法观及其在当代中国的传承，主要体现在三个方面：纳礼入法是治国理
政的新理路；志道据德是治国理政的新基石；德法并举是治国理政的新标识。
一、纳“礼”入“法”：新时代治国理政的新理路 

近代以来，中国接受了西方对中国法律的描述，以为中国古代法律“以刑为主”，使
得中国法治概念狭窄化，因此需要把“礼”纳入法的研究范畴。过于关注古代社会
中礼与法的矛盾是 20世纪以来解读传统法的最大失误。
这里需要强调的是，礼主要功能是确立身份差序，如唐律在身份差序下，求取“平”
的原理。一个是天地自然之序，一个是儒家伦理之义。这些秩序是有差序的，并
不是齐头式平等。儒家礼法观念是承认差序的前提下追求真正的公平。公平正义
是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理论的核心价值。 

二、志道据德：新时代治国理政的新基石
“德”是中华民族一以贯之的精神追求。孔子是第一个比较系统地论述德与人自身修
养关系的人。历代士人也对孔子的“德”信仰进行了发展 

。曾子说：“慎终追远，民德归厚矣”。孟子提出了王道主义。汉代的“五常德性”成
为后世人们普遍的观念。
中国领导人习近平主席特别注重“德”在社会治理中的作用。2013年 11月，习近
平在山东考察时强调：“国无德不兴，人无德不立”。
三、德法并举：新时代治国理政的新标识
孔子强调德法，主张“德主刑辅”的，刑罚只是德政的必要补充。如何才能实现法治
呢？孔子认为，第一，制定法律应符合实际并且公正无私，才能保证民众对法律
的维护和执行。第二，孔子还要求为官者要带头执行法律。第三，孔子还提出管
理者执行法律应有的标准。第四，应在礼的精神下执行法治。
习近平主席多次论述了道德与法律的关系 2016年，习近平主席在主持中共十八
届中央政治局第三十七次集体学习说，“要强化道德对法治的支撑作用”，“使社会
主义法治成为良法善治”，习近平主席的这些论述都体现了对孔子“德法并举”思想的
继承和发展。
引“礼”入“法”、志道据德、德法并举是由新时代法治思想的实践性所决定的，是历
史和现实的结合，是理论与实践的结合，是法治与政治的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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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예법관(禮法觀)과� 오늘날의� 계승

공자연구원  루 지추안

2500년 전 만들어진 공자의 사상을 현대인들이 마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역사 속 사상과 정신을 되살려 확대 계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앞에서 우리는 역사와 

현실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에 맞닥뜨리

게 된다. 하지만 이는 ‘역사와 현실의 이분법적 대립’이라는 서양의 관점을 받아들인 데에서 비롯

된 문제이다. 역사와 현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소극적 사유방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문화 또는 역사의 특징은 바로 ‘연속성’에 있다. 오늘날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시간의 간극은 장애물이라기보다 오히려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시간의 간극이 

있기에 공자의 사상이 가진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입증될 수 있었고, 맹자(孟子), 순자(荀子), 동

중서(董仲舒), 주자(朱子) 그리고 왕양명(王陽明)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유교의 대가가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공자의 사상은 더욱 깊어졌다. 

오늘날 중국의 문화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

명하기 위해서는‘연속성’의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오늘 필자는 구체적인 문제를 들어 상기 관점에 접근하고자 한다. 필자는 논문에서 공자의 예법

관과 이를 현대 중국에서 계승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의법치국(依法治國)’

가운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의법치국’과 ‘이덕치국(以德治國)’의 융합, 즉 법치(法治)와 덕치(德治)

의 결합을 강조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한데 계승한 것으로 그 뿌리는 바로 

공자와 유교의 예법관에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사회의 통치와 운영에 있어서 공자의 예법관은 

여전히 ‘뿌리’이자 ‘영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예법관은 국정 운영의 새로운 논리로서의 ‘납

례입법(納禮入法), 역주: 법제에 예의 가치를 들이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반인 ‘지도거덕(志道
據德, 역주: 덕에 뜻을 두고 덕을 거하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새로운 지표인 ‘덕법병거(德法並舉, 

역주: 덕과 법을 함께 일으키다)’이라는 세 측면으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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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례입법(納禮入法):� 새로운� 시대,� 국정� 운영에서의� 새로운� 논리�
고대 중국에서 法은 단순히 좁은 의미의 법률이라기 보다 사회와 정치, 생활 속의 규율이었다. 

그렇다면 治란 무엇인가? 治는 관리를 의미한다. 정치가 ‘뭇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法治’는 ‘뭇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론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공공의 

문제를 관리하는 정치의 한 형식인 것이다. 따라서 의법치국이 가지는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정치의 측면에서 보다 더 광범위한 관점으로 ‘法治’를 바라보고 이해해야만 한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중국 법률에 대한 서양의 관점을 수용했고, 그 결과 중국의 고대 법

률은 형법 위주의 법제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법치의 개념이 한층 더 좁아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禮를 法의 연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禮와 法간의 긴밀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법사학자도 있기는 하지만, 입법에서의 지도 사상이나 예를 법률에 이입한다는‘이

례입률(以禮入律)’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禮와 法의 특정 부분만을 융

합한 결과 禮와 法의 대립적 성격은 더욱 커졌고 오히려 法에서 禮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의 禮와 法의 모순적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것이야 말로 20세기 이후 

진행된 전통법 연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착오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고문(古文) 가운데 ‘법은 형법이라(法, 刑法也)’는 말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그러하다’, 

‘제도이다’, ‘예법이다’등 法에 담겨있는 나머지 함의를 간과했다. 중국 고대 법치문화의 심오함은 

결국 禮에서 비롯되며 이는 다양한 측면의 법률적 규범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律’에 대한 해석, 

가법(家法) 또는 가규(家規) 그리고 농촌의 자치규약 등이 바로 그 예이다. 

禮에는 ‘의리(義理)’, 의식 그리고 제도 등 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세 번째 禮의 제

도적 측면이 훗날 ‘률(律)’과 ‘령(令)’으로 구현된다. 고대법은 禮와 형벌을 합친 ‘예형합일(禮刑
合一)’에서 禮를 중심으로 하되 형법으로 보완하는 ‘예주형보(禮主刑輔)’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쳤

는데, 당 고종 영휘(永徽) 4년에 <당률소의(唐律疏議)>가 반포된 후 ‘예주형보’라는 입법 원칙이 

확립된다. 그 후 고대 중국에서는 禮를 중심으로 하는 매우 독특한 법치사상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禮의 주요한 기능이 바로 신분 서열의 확립이었다는 것이다. 당나라의 

율법은 신분의 서열 속에서도 평등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 얼핏 보면 모순 같지만 자세히 들여

다보면 나름의 이치가 담겨있다. 禮가 말하는 신분 서열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하나는 천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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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가의 ‘義’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는 나란히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서열을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장자는 “불평등한 척도로 평등하게 하려 한다면(以不平
平), 그 평등은 참된 평등이 아니다(其平也不平)”고 했다. 결국 전통법이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는

‘平’즉 오늘날의 공평과 정의였던 것이다. 유가의 예법은 서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진

정한 공평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법치이론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2.� 지도거덕(志道據德)：새로운� 시대,�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반�
德은 중화민족이 줄곧 일관되게 지향해 온 정신적 가치이다. 그리고 德과 인간의 수양이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풀어낸 이가 바로 공자이다. 

공자가 말하는 德은 道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나의 길은 한가지로 일관되어 있다(吾道一以
貫之)”는 공자의 말은 ‘인의예지신’의 덕목을 제시한 것으로 그 사상의 근저에는 항상 道가 관통하

고 있다. 

옛 지식인들은 공자의 德을 심화 발전시켜 왔다. 증자(曾子)는 “삶을 마친 것을 삼가고 죽어 오

래된 이를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온다(慎終追遠, 民德歸厚矣)”고 하였고, 맹자(孟子)

는 왕도주의(王道主義)를 확립했다. 한(漢)나라 때의 오상(五常)은 훗날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德은 고대 중국의 도덕철학을 아우르는 중요한 요소로 중화민족의 정신적 지

표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현대 중국인의 정신에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국정 운영에서 德의 가치를 매우 강조하였다.

  - “나라에 덕이 없으면 흥할 수 없고 사람에 덕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산둥성 시찰 당시, 2013.11)

  - “법은 기준이며 언제나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도덕은 초석이며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중공중앙정치국 제37차 집단학습, 2016)

  -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과 같다. 덕과 법을 함께 수양하여 높은 수준의 법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중국 정법대학에서의 강연, 2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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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법병거(德法並舉):� 새로운� 시대� 국정� 운영의� 지표�
제 18기 4중전회는 ‘의법치국 구현을 위한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문’을 발표하고 ‘의

법치국과 이덕치국의 상호 융합’을 법치국가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다시 한 번 이 같은 원칙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법치사상이 가지는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자의 

법치사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자가 생각한 법치란 어떤 것이었을까?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집비(執轡)편을 보

면 공자는“덕으로써 하고 법으로써 행하라. 무릇 덕과 법이란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이다. 비유

하자면 말을 모는 데에 있어서의 재갈이나 굴레와 같다. 임금이 사람이라면 관리는 말의 고삐이

며 형법은 채찍이라 할 수 있다. 무릇 임금은 정치에 있어서 그 고삐와 채찍을 바로 잡고 있을 

뿐이니라(以德以法。夫德法者, 禦民之具, 猶御馬之有銜勒也。君者, 人也；吏者, 轡也；刑者, 

策也。夫人君之政, 執其轡策而已)”고 말했다. 이처럼 ‘以德以法’은 공자가 추구하는 법치사상의 

핵심이었다.  

공자가 덕과 법을 강조했다고 해서 형벌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오형해

(五刑解)편에 따르면, 공자는 삼황(三皇)이나 오제(五帝)와 같은 성인들이 형벌을 만든 것은 사회

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선을 만들기 위함이며, 성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는 바로 혼란

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사회라고 보았다. 

다만, 德과 형벌의 중요성에 대한 공자의 생각은 “德을 중심으로 하되 형벌로서 보완한다”는 것

으로, 형벌은 덕의 정치를 하기 위한 보완적 도구였다. 

첫째, 공자는 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제를 만들 때부터 공정하고 사심 없이 현실의 실정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어야만 백성들이 법을 수호하고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가어(孔子家
語)>의 예운(禮運)에는 진(晉)나라의 조앙(趙鞅)이 형정(刑鼎, 역주：형법과 법률 조문들을 새겨 

넣은 철제의 대정(大鼎))을 주조(鑄造)할 때 범선자(範宣子)가 집필한 형서(刑書)를 새겼다는 기록

이 나온다. 얼핏 보면 형법을 중히 여긴 조치로 보이지만 공자는 이를 두고 “진나라가 망하고 마

는 것인가? 그 법도를 잃었구나(晉其亡乎, 失其度矣)”라고 했다. 범선자의 형서는 사열의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써 집행하기란 불가

능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진나라의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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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자는 벼슬에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벼슬에 있는 자가 법을 집행할 때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자는 “백성들에게 

작은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그의 훌륭한 점을 찾아서 그의 허물을 용서하라. 백성들에게 큰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서 교화하도록 돕고 불쌍히 여겨라. 만일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장차 그를 살려준다면 곧 착해질 것이다(民有小過, 必求其善, 以赦其過；民有大罪, 

必原其故, 以仁輔化；如有死罪, 其使之生, 則善也)”라면서 모든 범죄를 다스릴 때에도 백성을 근

본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심이 있는 채로 풀어주어라(疑則赦之)”고까지 했는데 이

는 오늘날의 사법 실천 가운데 ‘무죄추정주의’와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인권 그 자체에 대

해 주목한 것으로, 진짜 범죄자를 방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 것이다. 

넷째, 법치를 이행함에 있어 禮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법률의 집행이 벌을 주

기 위함이 아닌 예의 정신을 근본에 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치사(致思)’

편에는 위(衛)나라의 옥관(獄官)이었던 계고(季羔)가 위나라에 전란이 일어나 위험에 빠졌을 때 예

전에 자신이 월족(刖足, 역주: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행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일화가 나온

다. 계고가 자신을 구해준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마땅한 벌을 받

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계고가 법에 따라 자신의 사건을 심의할 때에도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자

신의 석방을 바랐던 것으로 보였고 결국 형을 집행하게 되었을 때에도 계고가 굉장히 우울해 하였

다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계고가 자신에게 그 어떤 사사로운 마음으로 형을 행한 것이 아

님을 알게 되었기에 지금 계고를 도왔다고 덧붙였다. 이 일화를 접한 공자는 “훌륭하도다! 계고는 

관리 노릇을 잘 했구나! 어짊과 용서를 생각한다면 이는 덕을 심은 것이 되고, 엄격하고 포악함만

을 더하였다면 이는 원한을 심는 것이 된다. 공평하게 행한 것이 바로 이 계고로구나(善哉為吏, 其用
法一也. 思仁恕則樹德, 加嚴暴則樹怨, 公以行之, 其子羔乎)”라며 탄복했다. 공자는 법의 원칙을 지키

면서도 이를 집행할 때에는 어짊과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옛 사람들은 공자의 ‘덕법병거’를 결코 낯설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례(三
禮)>, <형법지(刑法志)> 등 율서(律書)에는 예와 법의 관계가 분명히 나와 있다. <대대례기(大戴禮
記)>의 예찰(禮察) 편에는 ‘예란 일이 생기기 전에 제재하는 것이며, 법이란 일이 생긴 후에 제재

하는 것(禮者, 禁於將然之前, 而法者禁於已然之後)’이라고 말한다. <당률소의(唐律疏議)>의 명례

(名例)편에는‘정치를 통한 교화에 있어 근본은 예이며, 형벌은 도구이다(德禮為政教之本, 刑罰為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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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之用)’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상을 인지한 18세기 서양의 계몽가인 몽테스키외는 “중국의 입

법자들이 했던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종교와 법률, 풍습과 예의를 한데 섞어 이 모든 

것을 도덕이자 품성이라 했다”라고 언급했다. 예법관이란 결국 도덕과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맞추

어 갈 것인가를 고민한 사상이다.

시진핑 주석은 도덕과 법률의 관계를 수 차례 강조하였는데,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다. 

  - “법은 타율이며 덕은 자율이다. 국가와 사회의 운영은 복잡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

로 반드시 모든 것을 두루 고려하고 포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의법치

국과 이덕치국의 상호 결합은 상당 부분 옛 선인들의 치국 이념과 경험을 받아들인 것이

다”(중앙당교 추계개학식 연설, 2011.9.1)

  - “법률은 성문화된 도덕이며, 도덕은 내면의 법률이다”(현행 헌법 반포 30주년 기념 대회, 

2012)

  - “법치를 통해 도덕이념을 구현하고, 법률이 도덕사회 구현의 과정에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의법치국의 전면 구현을 위한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문, 2014)

  - “법치는 도덕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법치는 좋은 법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다”, 

“법치를 통해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공 제18기 중앙정치국 제37회 집단학습, 2016)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언급은 공자가 말하는‘덕법병거’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의법치국과 이덕치국의 융합이 새로운 시대의 치국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상술한 정치적 

자각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러한 자각을 기반으로 혁신이 모색되었다.  

‘덕성(德性)의 제도화’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법치사상 가운데 덕과 법을 함께 일으킨다. ‘덕법

병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중국 지도부는 간부의‘정덕(政
德)’교육과 이를 통한 당 내부의 제도적 법규 확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법치를 이끌어

가는 구성원에게는 법치에 필요한 도덕과 법률의 융합 가치관(德法觀念)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인례입법(引禮入法)이나 지도거덕(志道據德), 덕법병거(德法並舉)는 역사와 현실, 

이론과 실천, 법치와 정치를 상호 융합한 새로운 시대의 법치사상 실천에 있어 필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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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的礼法观及其当代传承

孔子之道产生于两千五百年前, 今天的我们, 如何与孔子相遇。换句话说, 如何让历史精神活在当
下, 已至进一步发扬广大。要实现这一点, 首先我们要解决一个困扰：历史是历史, 现实是现实, 时
间距离太长, 很难链接起来。造成我们这一困扰的原因在于, 我们接受了西方“历史与现实”二元对立
的观点。也就是说, 历史与现实存在时间距离, 这是思维方式一种消极的思考问题的方式。中国文化
或中国历史的特点在于其连续性, 时间距离不仅不是历史活在当下的困扰, 而是一种优势。通俗的
说, 正是因为有了时间距离, 才证明了孔子思想具有超越性价值, 正是有了时间距离, 才出现了孟
子、荀子, 到董仲舒, 到朱子, 到王阳明, 如此等等的大儒, 他们增加了孔子精神的厚度。只有在如
此意义上, 才能真正讲清楚当代中国文化根植于中华优秀传统文化的沃土。

今天我只是选择了一个具体问题, 来阐释上述观念。我的论文是讲孔子的礼法观及其在当代中国
的传承, 在中国, 我们讲全面依法治国, 其中一个鲜明的特点, 就是坚持依法治国和以德治国相结合, 

强调法治和德治的结合。这本身就是对中国历史经验的继承和总结。其源头就是孔子及其儒家的礼
法观, 也就是说孔子的礼法观在当代社会治理中仍念发挥着“根”和“魂”的作用。主要体现在三个方面：

纳礼入法是治国理政的新理路；志道据德是治国理政的新基石；德法并举是治国理政的新标识。

一、纳“礼”入“法”：新时代治国理政的新理路 
古代中国的“法”是社会政治生活的一种规范, 而不仅是指狭义上的“法律”。什么是“治”呢？ “治就

是管理”, 而“管理众人的事便是政治”, 因此, “法治”就是对“管理众人的事”在方式上的特殊限定——

运用法来进行公共事务管理的政治。只有在政治层面, 在更为广泛的意义上理解法治, 才能理解全面
依法治国的确切内涵。

近代以来, 我们接受了西方对中国法律的描述, 以为中国古代法律“以刑为主”, 使得中国法治概念
狭窄化, 因此需要把“礼”纳入法的研究范畴。虽然中国法史学者也强调礼和法的关系密切, 但过多强
调立法指导思想, 或“以礼入律”等方面。这种强调礼与法局部统一的后果, 就是扩大了礼与法的对立, 

导致将礼排除在法之外。应该说, 过于关注古代社会中礼与法的矛盾是20世纪以来解读传统法的最
大失误。

我们在强调古文中“法, 刑法也”时, 却忽视了古文“法”字体现的“常也”“制度也”“礼法也”等涵义。

我们说中国古代法治文化博大精深, 主要是指“礼”, 也体现在不同层次的法律规范中, 如对律的官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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权威注释、家法族规、乡规民约等。

“礼包涵义理、仪式和制度三层意义。礼之三义后来被纳入律、令。古代法文化的进程是从“礼刑
合一”到“礼主刑辅”是过程。唐高宗永徽四年颁行《唐律疏议》后, 礼主刑辅的立法原理确立。从此, 

古代中国形成了独具一格的以“礼”为主的法治思想。

这里需要强调的是, 礼主要功能是确立身份差序, 如唐律在身份差序下, 求取“平”的原理。乍一看
这种说法是矛盾的, 但仔细想想, 有没有道理呢？礼的身份差序是怎么产生的？一个是天地自然之
序, 一个是儒家伦理之义。这些秩序是有差序的, 并不是齐头式平等。因此庄子说：“以不平平, 其平
也不平。”所以, 传统法的理想境界是“平”, 也就是今天讲的公平正义。儒家礼法观念是承认差序的前
提下追求真正的公平。公平正义是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理论的核心价值。 

二、志道据德：新时代治国理政的新基石
“德”是中华民族一以贯之的精神追求。孔子是第一个比较系统地论述德与人自身修养关系的人。

当然, 孔子的“德”是与“道”紧密联系在一起的。孔子曾说“吾道一以贯之”, 也就是他提出仁义礼智
信等德目观念, 其思想背后始终贯穿着“道”。    

历代士人也对孔子的“德”信仰进行了发展。曾子说：“慎终追远, 民德归厚矣”。孟子提出了王道主
义。汉代的“五常德性”成为后世人们普遍的观念。总之, “德”作为中国古代道德哲学的一个重要范
畴, 是中华民族的精神标识之一, 深深融入到现代中国人的精神血脉之中。

中国领导人习近平主席特别注重“德”在社会治理中的作用。2013年11月, 习近平在山东考察时强
调：“国无德不兴, 人无德不立”。2016年, 习近平在主持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七次集体学习时强
调：法律是准绳, 任何时候都必须遵循；道德是基石, 任何时候都不可忽视。2017年5月3日, 习近平
在中国政法大学考察时强调：“立德树人, 德法兼修, 培养大批高素质法治人才。” 

三、德法并举：新时代治国理政的新标识
十八届四中全会《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提出, 把“坚持依法治国

和以德治国相结合”作为法治建设的一项基本原则, 十九大报告也再次强调, 我们应如何理解新时代
法治思想的这一特色呢？首先, 我们应对孔子的法治观念有全面的认知。

孔子究竟是如何看待法治的呢？在《孔子家语·执辔》中, 孔子说：“以德以法。夫德法者, 御民之
具, 犹御马之有衔勒也。君者, 人也；吏者, 辔也；刑者, 策也。夫人君之政, 执其辔策而已。”因此, 

“以德以法”是孔子法治思想的核心所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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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然, 孔子强调德法, 并不是反对刑罚。《孔子家语·五刑解》中记载, 孔子认为, 三皇、五帝这些
圣人设立刑罚只是为了设立防线, 应对社会的混乱, 其最高境界应是无人作乱。

但就德与刑的重要性而言, 孔子是主张“德主刑辅”的, 刑罚只是德政的必要补充。

如何才能实现法治呢？孔子认为, 第一, 制定法律应符合实际并且公正无私, 才能保证民众对法律
的维护和执行。《孔子家语·礼运》记载了晋国赵鞅铸造刑鼎, 在上面刻范宣子的刑书一事。这种看
似重视刑法的措施, 孔子却认为：“晋其亡乎, 失其度矣。”这是因为范宣子的刑书, 是在阅兵时的特
定环境中制定的, 是晋国混乱的制度, 因此不能把它作为法律来执行。这种法律制度显然不符合晋国
的实际情况。

  第二, 孔子还要求为官者要带头执行法律。

  第三, 孔子还提出管理者执行法律应有的标准。孔子说：“民有小过, 必求其善, 以赦其过；民有
大罪, 必原其故, 以仁辅化；如有死罪, 其使之生, 则善也。”孔子主张一切以民为本来处理犯罪行
为。孔子还说“疑则赦之”, 这一点类似于我们当代司法实践中的“疑罪从无”的原则。这是对人权自身
的关注。尽管有可能放纵真正的罪犯, 但仍比冤枉一个无辜的人要好。

第四, 应在礼的精神下执行法治。在执行刑罚时, 孔子认为, 不能为惩罚而执行法律, 其中礼的精
神才是根本。《孔子家语·致思》中记载了卫国狱官季羔的故事。在卫国蒯聩之乱, 季羔遇险的危机
时刻, 得到一位他曾判过一个刖足之刑的人的帮助。季羔很不理解那人为什么要救他, 那个受刖刑的
人认为, 除了他犯法罪有应得外, 就是季羔在依据法令审理他的案子的时候, 总是想延长时间了解案
情, 希望他能免于罪罚。审完案子行刑的时候, 季羔也是非常忧郁。因此, 那人知道季羔是一位君子, 

而不是对自己存有私心, 所以愿意帮助季羔。孔子听说后赞叹道：“善哉为吏, 其用法一也。思仁恕
则树德, 加严暴则树怨, 公以行之, 其子羔乎？”也就是, 孔子所认同的是法的原则应当坚持, 但在执
行时心怀仁义宽恕之心。

古人对孔子的德法并举的观念并不陌生。我们所熟悉的三礼、历代《刑法志》、律书等, 对礼法关
系都有清晰的理解。如《大戴礼记·礼察》：“礼者, 禁于将然之前, 而法者禁于已然之后。”《唐律疏
议》卷一《名例》：“德礼为政教之本, 刑罚为政教之用。”西方思想家也有认识到这一点的, 如18世
纪西方启蒙思想家孟德斯鸠指出：“中国的立法者们所做的尚不止此。他们把宗教、法律、风俗、礼
仪都混在一起。所有这些东西都是道德。所有这些东西都是品德。”礼法观主要是如何协调道德与法
律的关系。

习近平主席多次论述了道德与法律的关系。在2011年9月1日的《在中央党校秋季开学典礼上的讲
话》, 习近平主席明确提出：“法是他律, 德是自律。治理国家和社会是复杂的系统工程, 必须统筹兼
顾, 全面规划。我们党提出依法治国和以德治国相结合, 在一定程度上吸收了古人这方面的治理思想
与经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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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习近平主席在《在首都各界纪念现行宪法公布施行30周年大会上的讲话》中指出：“法律
是成文的道德, 道德是内心的法律。”2014年,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
定》, 对法律和道德关系进行了论述：必须以法治体现道德理念、强化法律对道德建设的促进作用。

2016年, 习近平主席在主持中共十八届中央政治局第三十七次集体学习说, “要强化道德对法治的支
撑作用”, “使社会主义法治成为良法善治”, “要运动法治手段解决道德领域突出问题”。习近平主席
的这些论述都体现了对孔子“德法并举”思想的继承和发展。

新时代治国理政坚持依法治国和以德治国相结合体现了这种政治自觉。并在此基础上进行了创新：

实现了“德性制度化”, 是新时代法治思想中“德法并举”实践的最重要的特色之一。中国领导人高度
重视干部的“政德”教育, 重视中国共产党党内制度法规建设。强化了法治队伍的德法观念等。

因此, 引“礼”入“法”、志道据德、德法并举是由新时代法治思想的实践性所决定的, 是历史和现实
的结合, 是理论与实践的结合, 是法治与政治的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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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데이터로�소통하는�동아시아�유교문화

-�유교문화�아카이브의�미래�구상� -

요약문

디지털�세계에서는�인문학�연구실과�아카이브가�별개로�영역이�아니다.� 인문학�연구실에서

는� 탐구하는� 지식의�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바로� 참조할� 수� 있고,� 아카이

브�쪽에서는�실물�자료�하나�하나에�대해�그것이�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어떠한�문맥�

속에서�의미를�갖는�것인지,�인문학�지식과의�연계를�통해�설명하는�것을�지향한다.�이것을�

실현하는�융합연구가�디지털�큐레이션이고,� 그러한�융합연구의�현장이자�그�성과를�사회적

으로�공유하는�체계의�중심이�디지털�아카이브이다.�

이� 발표에서� 제안하는� 유교문화� 아카이브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자료의� 지식의� 융합적� �

콘텐츠이며,� 기계적인�분석과�해석이�가능한�문맥� 데이터의�집성체이다.� 이것이�현대의�빅

데이터와� 어울리게� 되면,� 우리의� 현재를� 유교에� 뿌리를� 둔� 전통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할�수� 있게� 할� 것이다.� 디지털� 원어민으로�살아갈� 우리의� 차세대들은�동아

시아� 유교문화권� 전역의� 과거와� 현재를�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롭게� 탐색하며,� 전통적인� 유

교문화국이�공유할�새로운�미래문화의�가능성을�찾을�수도�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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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Culture� that� Communicates�with� Data� in� East� Asia�

-� Composing� the� Future� of� Confucian� Culture� -

Content

In� the� digital� world,� a� humanities� lab� and� an� archive� are� not� two� different�

areas:� a� humanities� lab� can� directly� refer� to� an� archive� to� look� for� source� data�

that� can� be� the� basic� knowledge� of� what� the� lab� explores.� On� the� archive�

side,� such� collaboration� enables� the� archive� to� find� what� each� of� their� physical�

data� mean� in� the� historical,� cultural� and� social� context� and� further� explain�

those� meanings� through� a� linkage� with� the� knowledge� of� humanities� studies.�

Digital� curation� is� the� way� to� realize� such� collaboration� as� 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digital� archives� are� where� such� interdisciplinary� studies� happen� as�

well� as� in� the� center� of� the� system� that� socially� shares� the� collaboration�

results.�

These� are� the� convergent� contents� of� data� knowledge� and� the� essence� of�

context� data� for�mechan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which� this� presentation�

session� (Archive� of� Confucian� Culture)� suggests.� Once� this� type� of� data�merges�

with� the� modern� big� data,� we� are� able� to� further� reflect� ourselves� in� modern�

times� aligned� with� our� traditions� based� on� Confucianism.� As� digital� natives,�

future� generations� will� freely� explore�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Confucian� cultural� region� in� East� Asia�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 new�

future� culture� that� countries� based� on� Confucian� traditions� can�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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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소통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
-� 유교문화� 아카이브의� 미래� 구상� -

김   현1)

1.� 내가� 생각하는� 유교문화� 아카이브

몇 해 전, 안동 지역에 건립되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전시 기획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은 적

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이 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현하고, 그것이 

전시 기획과 어떻게 연결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때, 이 주제에 관해 고민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유교문화 아카이브 아닌가?” 

서울의 종묘와 성균관, 전국에 산재한 227 곳의 향교2)와 650여 곳의 서원3), 이곳에 제향된 

2,000여 명의 선비들, 전국의 향리에 대대로 세거하며 그곳의 유교 예속을 이끌어 간 지방 사대부

들의 전통 가옥, 그곳에서 이루진 유교적 교화의 성취를 대변하는, ‘효자’, ‘충신’, ‘열녀’의 정려들, 

풍광이 아름다운 곳곳에서 선비의 사색과 풍류를 즐겼던 누정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가치를 후

세에 알리고자 돌과 목판에 문자를 새겨서 남긴 수많은 기록물들 .... 이 넓은 세계에서 어느 일부

분을 선택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곳이든 그 세계의 현장에 직접 다가가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현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역사 기록은 이 나라가 오랫동안 유교의 가르침

에 기반을 둔 유교 국가였음을 알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인들 가운데 유교를 자

신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분 제도가 사라지고, 

사회적 성취의 기준이 달라진 상황에서 유교는 ‘최고의 가르침’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었

고, 외형적으로 유교를 신앙하는 모습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의 가정생활과 학교교육의 곳곳에서 이들이 전통적인 규범에 영향 

1)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수,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소장 /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회장

2)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등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교의 수

3) 한국서원연합회의 전국서원목록 등재 서원의 수 
   http://seowonstay.com/bbs/board.php?bo_table=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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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가족, 친지, 사제, 직장 상사‧동료 사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예의와 염치는 다분히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제례는 한국의 많은 가정

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 교사의 자세, 심지어는 정치인의 인격

까지도 유교적 인간관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교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종교로서보

다는 문화적 전통이자 국민들 대다수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삶의 규범으로 그 영향

력을 유지하고 있다.4)

우리가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잊힌 역사의 조각을 흥밋거리로 보여주고

자 함이 아닐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한 배경과 이유

를 설명한다. 유교문화박물관이나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사람들은 오늘의 한국 사회와 

개개인의 삶의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있는 ‘유교적 전통’의 본질과 변화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

야 한다. 박물관의 아카이브의 콘텐츠가 이미 죽은 것의 박제와 다름없다면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

기는 힘들다. 

2.� 이야기를� 전하는�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브의 콘텐츠에 관해 발표자가 주목하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고립’과 ‘연

결’이다. 한 편의 문서, 한 장의 사진, 한 채의 건물, 한 사람의 인물이 각각 고립된 정보로 우리에

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과거 사실의 조각, 조각일 뿐이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정보가 주어져서 그 개개의 사실들

이 ‘이야기’로 엮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야기와도 유사

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의 한 끝에서, (그것이 장소건, 인물이건, 유물이건, 삶의 동질성

에 대한 공감이건.... ) 나의 현재의 관심사와 직결되는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면 그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얻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다. 

4) 김현, 「한국의 유교」, 『100가지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http://dh.aks.ac.kr/Korea100/wiki/index.php/한국의_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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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성김씨 학봉종택의 한글 서간과 관련 지식 데이터 

‘살아있는 이야기’를 추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은 실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온라인상

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종래의 정보화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후자는 ‘아카이브 자료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Archival Materials)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바로 ‘디지털 아카이

브’(Digital Archive)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박물관의 유물 한 점이나 기록관의 문서 한 장은 그것이 독립적, 자기완결적으로 존재가치를 갖

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회 현상, 인물의 삶과의 관련 속에서, 또 다른 유물들과 함께 어

울려 어떤 집합적 의미나 중요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유

물들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고, 유물이나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지식도 동원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가 나의 아카이브 소장물의 디지털 카탈로그에 머물게 되면, 이용자들이 그

곳에서 발견할 이야기는 매우 협소하고 무미건조할 것이다.

실제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기획 전시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큐레이터가 특정 주제의 전시

를 기획하면서, 이에 관한 풍부한 볼거리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할 경우, 자기 박물관의 소장품만 

가지고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의 대여전

시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전시 유물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그 유물이 대변하는 역사나 문화의 

문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지도, 사진을 보여 주는 안내

판을 제작한다. 사실상 박물관의 관람자들은 스스로 박물관에 유물을 보러 간다고 생각할지 몰라

도, 그들이 접하는 것은 큐레이터들이 박물관 유물을 소재로 엮어낸 ‘이야기’이고, 유물들은 그 ‘이

야기’의 증거로서 기억되는 것이다. 소장품 위주의 상설전시라고 하더라도, 모든 전시는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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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이고 그 큐레이션은 소장 유물뿐 아니라고, 그 유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를 동원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큐레이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달하

는 디지털 아카이브란, 말하자면, ‘유물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큐레이션의 아카이브’를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디지털 인문학계에서 논의되는 바의 ‘현대 인문학의 관행에 대한 반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

동안 아카이브와 대학의 연구실을 둘로 나누는 과오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아카이브는 해석을 

유보한 채, 원천 자료를 그대로 정리․보존하여 제공하는, ‘연구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부여는 대학의 연구실에서 ‘학술 연구’의 행위로 수행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해석되지 않은 원천 자료의 디지털 사

본’의 형태에 고집스럽게 머물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문제는 아카이브 자료는 비록 이러한 고전적 

형태로나마,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이용자 접근성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 아카이브에서 배

제된 문맥 이해와 해석의 데이터는 이용자들에게 쉽게 환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3.� 백과전적� 아카이브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 Encyves)는 인문지식의 ‘원천 자료’이자 그 지식

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인 ‘실물 자료’(기록물, 유물 등) 데이터가 광대한 인문지 식 네트워크

의 노드(node)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대학의 연구실과 박물관, 도서관이 각각 별개의 독립적 기구인 현실 세계에서는 그 소속원들

이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그런데 아카이브

의 자료도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고, 대학 연구실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밝혀낸 결과도 

똑 같이 인터넷 상에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는데, 이 양쪽을 연결해 줄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계속 당연시할 일이 아니다. 

  대학의 인문학 연구자와 아카이브의 기록관리자, 박물관의 큐레이터의 역할과 활동 공간이 구

분되었던 것은 그들의 일이 디지털이 아닌 물리적 아날로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있어 온 현

상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그 모든 일의 활동 무대이자 산출물의 유통 공간이 된 세계에서는 

인문학 연구실과 아카이브가 별개로 분리되어야 할 영역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인문학 연구실에서

는 인문 지식을 탐구할 때,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바로 참조할 수 있

고, 아카이브 쪽에서는 실물 자료 하나 하나에 대해 그것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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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인문학 지식과의 연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

을 실현하는 융합연구가 디지털 큐레이션이고, 그러한 융합연구의 현장이자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체계의 중심이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그림 2]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 Encyves)：

디지털 백과사전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융합 모델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어느 한 곳의 박물관이나 기록관을 그런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

라, 백과사전적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중개자로 삼아 수많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들이 

의미적 관계를 좇아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 네트워크의 연장은 아주 전문적인 학

술 지식에 도달하기도 하고, 매우 대중적인 오락거리 상식과 접촉할 수도 있다.5) 

5) ‘한국문화 엔사이브(Encyves of Korean Culture)’는 아카이브의 자료와 백과사전적 지식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
을 추구한 융합 콘텐츠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문화 유산 중 ‘한글고문헌’, ‘궁중기록화’, ‘민족기록화’, ‘불
교 사찰의 승탑 비문’, ‘옛 인물의 초상화’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범주에 속하는 대
표적인 기록물과 관련 지식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수준의 한국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콘텐츠는 2,500여 항목 기사를 포함하는데, 이 기사 속의 문맥 요소(인물, 장소, 사건, 기록물, 물
품, 개념 등 4,000여 개의 키워드)는 다른 기사 및 키워드와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데이터(키워
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8,000여 개의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는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되어 
연관 지식의 문맥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인터넷 상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문지식 빅데
이터(Big Data)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http://dh.aks.ac.kr/Encyves/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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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로� 소통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이면서 동시에 백과사전이기도 하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구상의 중심 철학은 

이것이 어느 한 연구소나 박물관, 아카이브의 독립적 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

관의 협업, 그리고 그보다 더 개방된 세계에서 이루어질 이용자 참여로 계속 확장된다고 하는 것

이다. 그 확장의 외연은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로 넓혀질 것이다. 유교 문화 아카

이브는 당연히 전통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신세계를 공유했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유

교문화 자원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계성과 동질성, 특징과 차별성을 탐구할 수 있는 소

통의 통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아래에 보이는 예시는 대학에서 한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구상한 고문 지식 아카이브 콘

텐츠의 일부로, 중국 북송 범중엄(范仲淹)의 문장 「악양루기(岳陽樓記)」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관

련이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데이터화 한 것이다. 악양루기의 텍스트, 이글의 작

가 범중엄의 초상, 글의 소재가 된 악양루의 실제 모습, 남송 시대의 악양루를 묘사한 회화 작품, 악양

루에 오른 심회를 읊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그 시를 조선시대의 한국어로 번역한 언해, 조선시대

에 “악양루(岳陽樓)”의 이름을 빌어온 한국 함안 남강변의 정자, 유교 지식인의 정신을 대변하는 악

양루기의 명구 “선우후락(先憂後樂)”에서 이름을 딴 일본 무사의 정원 ‘고이시카와 고라쿠엔(小石川
後楽園)’과 ‘오카야먀 코라쿠엔(岡山後楽園)’, 그 모든 공간의 지리적 위치 등.....

[그림 3] 「악양루기(岳陽樓記)」와 관련 지식 정보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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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중엄의 문장이나 두보의 시는 한문문화권의 동아시아 제국에서 널리 읽힌 글이지만, 그 글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그 응용이 어떠한 자취를 남겼는지에까지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만드는 유교문화 아카이브의 콘텐츠가 ‘데이터’로 소통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하나의 개념어, 한 사람의 인물 이름을 가지고도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

이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특별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인간들의 삶이 컴퓨터에 의존함으로써 얻게 된 방대한 데이터,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자취’이다. 빅 데이터의 구성 요소는 ‘개체’와 그 개체들 사

이의 ‘관계’이다. 예전에는 인간들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관계(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 또 인간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등)를 일일이 

포착하기가 어려웠지만, 그 삶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에 의존함으로써 그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빅 데이터’로 간주되게 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데이터’의 획득이 용이해졌다고 해서, 그에 대한 해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피상적인 사실의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의 역할이 데이터의 풍요 속에서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빅 데이터의 중심에 인간과 인간들의 삶이 있는 한, 그들의 삶

과 엮여 있는 수만 갈래의 문화적 문맥을 도외시 한 해석은 의미와 효용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6)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유교문화 아카이브가 옛 기록의 맹목적 집성에 머물지 않고, 기계적인 분

석과 해석이 가능한 문맥 데이터로 엮이게 되면, 이것은 현대의 빅데이터와 어울려 우리의 현재를 

유교에 뿌리를 둔 전통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로부터 

새로운 응용가치를 창출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는 시간적 소통뿐 아니라 공간적 소통

도 자유롭게 한다. 디지털 원어민으로 살아갈 우리의 차세대들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전역의 과

거와 현재를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롭게 탐색하며, 전통적인 유교문화국이 공유할 새로운 미래문화

의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6) 김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전통문화』 42호, 전통문화연구회,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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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세계유교문화박물관�디지털�아카이브�구축�사업의�현황과�과제

요약문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는� 경북� 3대문화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동부

리에�건축�중인�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핵심�콘텐츠이다.�본고는�이�사업의�개요�및�목적을�

소개하고,�사업�시작�후�현재까지의�진행�경과�및�사업�종료�시점까지�구축�계획을�설명하

고자�한다.�이와�함께�본�사업을�진행하면서�발생한�제�문제들에�대해서�논의할�것이다.�또

한� 본� 사업이�단발성으로�끝나는�것이� 아니라�지속적으로� 대중과�전문가들의�관심을�얻을�

수�있는�다양한�과제들의�파생�가능성을�열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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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국학진흥원 아카이브 구축팀 전임연구원  한승일

1. 사업 개요 및 목적

2. 사업 현황

3. 사업 당면 과제

1.� 사업� 개요� 및� 목적

 1.1. 경북 3대문화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동부리에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컨벤션센터,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다. 

<그림� 1>� 경북� 3대문화권�선도사업

(출처：3대문화권�선도사업�콘텐츠�및�운영�

프로그램�전략�연구용역-요약보고서� 9쪽.)
      

<그림� 2>�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및�

한국문화테마파크�조감도

(출처：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및� 한국문화

테마파크�조성전시물�제작설치(실시설계)-

세계유교문화박물관�실시설계설명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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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 가운데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 기

능이 융합된 라키비움(Lachiveum) 개념의 시설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세계유

교문화박물관의 핵심 콘텐츠이다.

<그림3>� 라키비움

(출처：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및�한국문화�

테마파크�조성전시물�제작설치(실시설계)�

-세계유교문화박물관�실시설계설명서� 9쪽)

    
<그림� 4>� 세계유교문화박물관�조감도

(출처：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및�한국문화�

테마파크�조성전시물�제작설치(실시설계)�

-세계유교문화박물관�실시설계설명서� 7쪽)

 1.3. 2015년 전시설계안과 ISP(정보화전략)이 제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국학진흥

원과 나라지식정보, 단아코퍼레이션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림� 5>� 전시설계안 <그림6>�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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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계유교문화박물관�아카이브�구축�사업� 컨소시엄�구성

<그림� 8>� 세계유교문화박물관�아카이브�구축�사업�조직도

 1.4. 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다섯 가지 세부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① 디지털 유물 조사 및 

수집, ② 아카이브 버전별 원고 작성, ③ 디지털 콘텐츠 개발, ④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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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계유교문화박물관�아카이브�구축�사업�세부� 업무

 1.5. 사업 목적

   1.5.1. 본 아카이브는 적극적인 대중적 활용을 지향하고 있다. 

   1.5.2. 또한 세계유교문화정보 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세계유교지식정보를 

제공하며 문화향유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사업� 현황

 2.1. 유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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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수집 유물은 박물관 전시 부분의 정신관, 문명관, 미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목록화 하였다.

   2.1.2. 이 목록은 수집을 진행하면서 본 사업의 목적인 대중성에 부합하며, 수집 가능한 유물

로 수정되고 있다.

   2.1.3. 국내 유물 수집과 동시에 세 차례의 해외 유물 수집을 진행하였다.

지역 기간 수집�기관

중국

(제남,�곡부,�추성)
7월� 22~26일

공자박물관,�추성박물관

공자유적지(공묘,�공부,�공림)�맹자유적지(맹묘,�맹부,�맹림)

공자기금회,�공자연구원,�맹자연구원

베트남

(하노이,�하띤)
8월� 5~9일

베트남�문화유산국,�국가기록원,�한놈연구원

하노이�문묘,�하띤�마을의�목판�소장(세계문화유산�등재)

일본

(도쿄)
8월� 26~30일

유시마성당,�도주서원,�헤아안쿄�창생관

와세다대학교�도서관,�아시카가�학교

 2.2. 유물 원고 작성

   2.2.1. 원고 집필 방안

    - 원고는 수집 유물에 대한 유교정보를 서술한다. 유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집필 기준을 

갖되,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게 된다. 



실천세션�1

세계�유교문화자원의�현대적�활용

91

   2.2.2. 원고 작성 예시

    - 원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심화 버전은 중학교 학생 수준 이상이면 이해 가능한 

수준이며, 전문가 버전은 중학생 이상부터 전문가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다. 전문가 버전을 토대로 심화 버전을 작성한다.

 2.3.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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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서비스 구현 디자인 시안

 

<그림� 10>� 시안1_메인화면

<그림� 11>� 시안2_서브화면�썸네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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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안� 3_서브화면�상세

 2.5. 마스터플랜

   2.5.0. 마스터플랜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플랜을 작성하였

는데, 실질적인 작업을 하면서 현실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고 있다. 또한 사업 수행 중에 새

롭게 추가되는 사업 아이템을 축적하여 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중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2.5.1. 아카이브 환경 분석

     아카이브 환경을 분석하는데 본 사업과 밀접한 유교 관련 전문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문정보를 다루는 아카이브의 현황도 분석 중에 있다. 이는 국내와 

해외를 아우른다.

   2.5.2. 아카이브 구축 분야별 추진 프로세스

     위에서도 설명했듯 본 사업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유물 수집(여기에는 원고를 포

함), 아카이브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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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아카이브 사업 중장기 과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아카이브가 단발성으로 구축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유

물과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개발되고 연구될 수많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대중과 전문가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5.4. 사업 성과의 활용성 제고

    본 사업은 안동시에서 진행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 포럼에서 

다룰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까지 활

용하고자 한다.

 

 
3.� 사업� 당면� 과제

 3.1. 유물 선정1)

  3.1.1. 디지털 유물의 작업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본 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어 ‘디지털 유물’이란 세계유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유물의 망라적 집산이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 목록에 명시된 유교 관련 실물 유물

의 디지털 자료(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연구자의 재해석된 자료(저서, 연구논문, 보

고서 등)를 말함.

  3.1.2. 수집 대상 유물의 범위와 선정기준

   - 공간적 범위：유교문화권의 중심축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대만, 홍콩, 싱

가폴), 유럽, 북미 등지로 함.

   - 시간적 범위：중국 서주시대인 기원전 11세기부터 20세기 초반, 유교의 역사적 발전과정

과 과거 경험으로부터 현재 및 미래가치의 재창조라는 본 박물관이 지향하는 전시 콘텐츠

의 정체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말함.

  3.1.3. 내용적 범위와 선정기준

   본 박물관의 정신관, 문명관, 미래관의 전시내용과 부합되어야 함.

   - 1차 기준：정신관의 유학사상(사상가, 학파, 저술 등)과 관련성을 선정기준으로 함

1) 제안요청서,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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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기준：문명관의 유교문화와의 관련성을 선정기준으로 함.

   - 3차 기준：현대적 의미와의 관련성(환경, 여성인권, 젠더, 사회복지, 민주주의, 생명 등)을 

선정기준으로 함

  3.1.4. 형태적 범위와 선정기준

   - 1차 기준：전시내용과 연계된 세계유교문화 지식정보를 구축함에 있어 요구되는 디지털 

유물(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및 정보화 가능 유물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함, 유

물의 평가가치 극대화 보다, 수준 높은 세계유교문화 정보의 전달과 내용의 충족을 최대화 

하는 디지털 유물의 확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

   - 2차 기준：재해석된 유물 정보 및 유물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 유물을 선정함, 유물의 확보 

자체가 내용의 질적 충족을 직접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내용의 

질적 충족을 위하여 유물 정보의 재해석이 수반되어야 함.

   - 3차 기준：유교문화 및 유학관련 논문, 저서, 보고서 등 지식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 

2차 기준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질적 충족을 위하여 세계 유교 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전문적 수준의 논문, 저서,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유교지식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1.5. 유물 조사 및 수집시 고려사항

   - 유물 조사표를 작성하여 각 유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 함, 소장처, 소장자, 유물

의 내용, 재질, 형태, 규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유물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진행함.

  3.1.6. 본 사업단은 위와 같은 유물 선정 기준을 토대로 4005점의 유물 목록을 작성하였고, 

수집 중에 있다. 수집을 진행하면서 수집이 어려운 유물도 있으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유교

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기도 한다.

 3.2. 유물 및 정보의 확대

  3.2.1. 이러한 점을 볼 때, 540일이라는 사업 기간이 짧지 않지만 충분하지도 않다고 여겨진

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단은 수집 가능한 유물을 수집하여 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

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을 통해 쌓은 유물 수집의 노하우와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유물이 수집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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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또한 유물의 축적은 정보의 축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양한 

유교 정보를 축적할 인력이 필요하다.

 3.3. 다양한 파생 과제

  3.3.1. 대중적 활용 가능성

    대중적 활용은 본 사업의 서비스 활용도를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 활용을 통해 대중적 활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https://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hl=ko)와 같이 소장 자료를 

대중에게 쉽게 제공할 수도 있다.

  3.3.2. 전문가 활용 가능성: Big-Data 활용

    CBDB(China Biographical Database Project):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서 개발한 CBDB를 통

해 인물 간의 네트워크나 지역 공간의 학문을 분석하여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동아시아의 유학자 500명의 정보를 담고 있다.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

여, 한국의 유학자, 그리고 그들의 저술을 확보한다면 CBDB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

용할 수도 있다. 

<그림� 13>� 네트워크�분석:� CBDB_Social� Network,� 주희� 세대의� 453명의�

신유가�학자들이�나눈� 2717� 통의� 편지의�시각화.�

(출처:� https://projects.iq.harvard.edu/cbdb/gis-mapping-and-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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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공간�분석：CBDB_GIS,� 1201~1276년�사이의�진사�

학위자가�배출된�지역�표시�

(출처：https://projects.iq.harvard.edu/cbdb/gis-mapping-and-analyzing)

김바로는 「디지털인문학에서 본 유경 편찬의 미래」에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한다. 본 사

업에서 구축된 자료의 확장을 통해 인물 간의 네트워크와 문헌의 연관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5>�학봉�김성일�종가�고문헌을�통해�살펴보는�조선�사대부의�삶�지식관계망

(출처:� 김바로,� 「디지털인문학에서�본�유경� 편찬의�미래」,� 제3회� 세계유교학술대회,�

“세계� 문명의�전환과�유학의�역할”� 발표집,� 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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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카이브 이용 정책

  3.4.1.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3.4.2.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유물을 포함하여 본 사업에서 수집한 유물을 본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활용 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내부 

정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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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Part� 2
 

� 9월� 5일,� 13:00� ~� 15:00� � |� � 안동문화예술의�전당�1층�국제회의장

� 13:00� ~� 15:00,� September� 5� � |� � 1F,�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ndong� Cul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rt� Center

좌장

Chair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Hyeon� Kim� (Department� of� Cultural� Informatic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Professor)

토론자

Panel

김상헌� (상명대학교,�교수)

Sangheon� Kim�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김시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연구기획과장)

ShiDug� Kim� (National�Museum�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Director� of�

Education�Division)

김진우� (한국국학진흥원,�전임연구원)

JinWoo� Ki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이주강� (한국국학진흥원,�전임연구원)

Joogang� Le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조소연� (한국국학진흥원,�전임연구원)

Soyeon� Cho�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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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

김상헌

국� � � �적 한국

소� � � �속 상명대학교�역사콘텐츠학과

직� � � �함 교수

연구분야 문화정보학

이�메�일 shkim@gcrc.kr

학� � � �력

2000년� � 2월 숭실대학교대학원�컴퓨터학과공학박사�

1994년� � 2월 숭실대학교대학원�전자계산학과�공학석사�

1994년� � 2월 숭실대학교전자계산학과�공학사

경력사항

2016년� � 2월�~�현재 � �한국저자권위원회�R&D�평가위원�

2015년� � 3월�~�현재 � �상명대학교�역사콘텐츠학과�교수�

2014년� � 6월�~�현재 � �충청남도전통문화콘텐츠위원회위원�

2013년� 11월� ~�현재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콘텐츠포럼�위원�

2012년� � 3월�~�현재 �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종신회원�학술위원장�

2007년� � 1월�~�현재 � �인문콘텐츠학회총무이사�편집위원�종신회원�

2006년� � 3월�~� 2015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대우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겸임교수�

2004년� � 8월�~� 2013년� 12월� �㈜누리미디어기술이사,�연구소장�

1997년� � 3월�~� 2000년� � 4월� �숭실대학교�정보미디어연구소연구원�

1995년� � 3월�~� 2006년� � 2월� �숭실대학교�컴퓨터학부강사�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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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el

Sangheon� Kim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SangMyung� University

Current� Position Professor

Area� of� Expertise Cultural� Informatics

Email shkim@gcrc.kr

Education

2000.� 2� � � Ph.D.,� Soongsil� University,�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 � � � � � � � � � �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1994.� 2� � �M.S.,� Soongsil�University,�Graduate� School�of�Department�of� Electronic�

� � � � � � � � � � � Calculation�

1994.� 2� � �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ctronic� Calculation

Work

Experience

2016.� 2� ~� Present Member� of� the� R&D� Panel,� Korea� Copyright�

Commission� R&D

2015.� 3� ~� Present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Content�

2014.� 6� ~� Present Chungcheongnam-do� Traditional� Culture� Content�

Committee�Member

2013.� 11� ~� Present Gyeongbuk� Cultural� Content� Agency� Content�

Forum�Member

2012.� 3� ~� Present Permanent� Member� and� Chairman� of� the�

Academic�

Committee,�Global� Culture� Content� Society

2007.� 1� ~� Presen General� Director,� Editor,� and� Permanent�Member,�

Human� Contents� of� Association�

2006.� 3� ~� 2015.� 2 Adjunc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2004.� 8� ~� 2013.� 12 Engineering�Director� and� Director� of� Research,�

NURIMEDIA� Co.,� Ltd.

1997.� 3� ~� 2000.� 4 Researcher,� Information�Media� Research� Institute.�

Soongsil� University

1995.� 3� ~� 2006.� 2 Instructor� and� Adjunc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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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

김시덕

국� � � �적 한국

소� � � �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직� � � �함 연구기획과장

연구분야 민속학,�박물관학,�근현대사학

이�메�일 credoryne@naver.com

학� � � �력

2002.9� ~� 2007.8 고려대학교�대학원�문화재학과�졸업(문학박사)

1999.4� ~� 1999.9 (일본)⼤阪外国語⼤学⽇本語センター수료(일본어)
1988.3� ~� 1992.2 안동대학교대학원�민속학과�졸업(문학석사)

1981.3� ~� 1988.2 안동대학교�민속학과�졸업(문학사)

경력사항

2016.11�∼�현재 (사)규암김약연기념사업회�학술이사

2016.� 1�∼� 2017.12 서울민속학회�회장

2015.� 6�∼�현재 서울별시�문화재전문위원

2014.� 2.�∼�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교육과장,�연구기획과장

2012.� 9�∼� 2014.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운영과장

2010.� 5�∼� 2012.8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팀장,�전시자료과장

1993.10�∼� 2010.5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국립어린이박물관�

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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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el

Shi� Dug� Kim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National�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Current� Position Director� of� Research� and� Planning�Division

Area� of�

Expertise
Folklore,�Museology,�Modern� history

Email credoryne@naver.com

Education

2002.9� ~� 2007.8 � � � Ph.D.,�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1999.4� ~� 1999.9 � � � ABD,� Japanese� Language,� Osaka� Foreign� Language�

� � � University's� Japanese� Language� Center

1988.3� ~� 1992.2 � � �M.A.,� Andong�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 � � Department� of� Folklore

1981.3� ~� 1988.2 � � � B.A.,� Andong�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Folklore

Work

Experience

2016.11�∼� Present Academic�Director,� Gyuam� Kim� Yak� Yeon�Memorial�

Association

2016.� 1�∼� 2017.12 President,� Seoul� Folk� Association

2015.� 6�∼� Present Research� Fellow,� Seoul� Cultural� Heritage

2014.� 2�∼� Present Head� of� Education� and� Head� of� Research� Planning,�

National�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2012.� 9�∼� 2014.� 2 Head� of� Exhibition�Management,� National�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2010.� 5�∼� 2012.� 8 Head� of� the� Exhibition� team� and� Head� of� Exhibition�

Materials,� National�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

� History

1993.10�∼� 2010.� 5 Arts� and� Science� Researcher� and� Head� of� Arts� and�

Science� Research,�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ead� of� Education,� Children’s� Museum� of� National�

Folk�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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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

김진우

국� � � �적 한국

소� � � �속 한국국학진흥원

직� � � �함 전임연구원

연구분야 중국고대�사상사

이�메�일 woohist@hanmail.net

학� � � �력

2007.02. � �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사학과�동양사�전공�박사학위�졸업

1999.02. � �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사학과�동양사�전공�석사학위�졸업

1994.02. � � �고려대학교�문과대학�사학과�졸업

경력사항

2019.01∼현 � � �한국국학진흥원�<세계유교문화박물관>아카이브구축팀�전임연구원

2018.01∼현 � � �중국고중세사학회�연구이사

2015.01∼2016.08 � � �한국중국학회�연구이사

2012.09∼2019.02 � � �인천대학교�역사교육과�시간강사�

2009.09∼2019.02 � � �명지대학교�사학과�객원조교수

2008.03∼2009.02 � � �고려대학교�BK21<문화교류의�세계사>팀�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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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el

Jin� Woo� Kim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urrent� Position Researcher

Area� of� Expertise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China

Email woohist@hanmail.net

Education

2007.02.� � Ph.D.,�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istory�Oriental� History

1999.02.� �M.A.,� Korea� University,�Graduate� School� of� History� Oriental� History

1994.02.� � B.A.,�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Work

Experience

2019.01∼Present � � � Associate� Research� Engineer,� Archive� Team,� Confucian�

� � � Culture�Museum,� Korean� Studies� Institute�

2018.01∼Present � � � Director� of� Research,�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and�

� � �Medieval� China�

2015.01∼2016.08� � Director� of� Research,� Korea� Society� for� Chinese� Studies

2012.09∼2019.02� � Part-time� Instructor,� Incheon�National� University,�

� � � � � � � � � � � � � � � � � � � �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2009.09∼2019.0� � � Visiting� Assistant� Professor,�Myongji� University,�

� � � � � � � � � � � � � � � � � � � Department� of� History

2008.03∼2009.02� Research� Professor,� BK21

� <World�History� of� Cultural� Exchange>� Team,�Korea�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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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

이주강

국� � � �적 한국

소� � � �속 한국국학진흥원

직� � � �함 전임연구원

연구분야 한국�성리학,�동서비교철학

이�메�일 joogangl@nate.com

학� � � �력
성균관대학교�유학대학�유교철학과�석사·박사�졸업�

서울대학교�경영학과�학사�졸업

경력사항

한국국학진흥원�전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겸임�교수

국민대학교�강사

한국산업은행�근무

SK텔레콤�근무

 ∙∙∙ Panel

Joogang� Lee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urrent� Position Researcher

Area� of� Expertise Neo-Confucianism,� East-West� Comparative� Philosophy

Email joogangl@nate.com

Education

Ph.D.� &�M.A.,� Sungkyunkwan�University� College�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Department� of� Confucian� Philosophy

B.A.,�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Work

Experience

Associate� Research� Engineer,� Korean� Studies� Institute

Adjunct�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Instructor,� Kookmin�University

Korea� Development� Bank

SK� 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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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

조소연

국� � � �적 한국

소� � � �속 한국국학진흥원

직� � � �함 전임연구원

연구분야 문화콘텐츠

이�메�일 andcontents@gmail.com

학� � � �력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어과�학사

경력사항
한국국학진흥원�전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Panel

Soyeon� Cho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urrent� � Position Researcher

Area� of� Expertise Cultural� Industry

Email andcontents@gmail.com

Education

Ph.D.,� Hankuk�University� of� Foreign� Studies,�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M.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B.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Japanese

Work

Experience

Associate� Research� Engineer,�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Assistant,�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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