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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과�지식인의�역할

Overcoming� National� Crises� and� Roles� of� the� Intelligent

지난� 30년�동안�안동의�정신이자�대한민국�정신문화의�근간을�이어�온�안동청년유도회가�만

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세계청년유림대회를�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함께�

진행한다.� 100년� 전� 독립의�외침이� 오늘날� 안동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안동청년유도회와�

함께� 세계의� 석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유학의� 세계화와� 유교

문화�자산의�활용방안을�모색하는�뜻깊은�자리를�만들고자�한다.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ndong� Youth� Judo� Association,� the� spirit� of� Andong� City� and� the� nation� for� the�

last� 30� years,� host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Conficians� and�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Andong� Youth� Judo� Association� proves� that� the�

outcry� for� independence� 100years� ago� still� remains� in� Andong� today.� This� session� is�

designed� to� newly� pay� attention� to� Confucius� values� that� are� insisted� by� the�

world-renowned� scholars� and� secure� measures� to� realize� globalization� of� the�

Confucianism� and� utilize� assets� of� the� Confuciu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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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7일,� 13:30� ~� 16:30� � |� � 안동문화예술의�전당�웅부홀

� 13:30� ~� 16:30,� September� 7� � |� �Woongbu� Hall,� Andong� Culture� &� Art� Center

사회자

Moderator

문소리� (아나운서)

So� Ri�Moon� (Announcer)

기조연사

Keynote� Speaker

이배용� ((사)코피온,�총재� /�이화여자대학교,�전�총장)

Bae� Yong� Lee� (COPION,� President� /�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Chairman)

발표자

Speaker

양�니엔�췬� (인민대학청사연구원,�교수)

Yang� Nianqun� (Institute� of� Qing� History,� Renmin� University� of� China,�

Professor)

한명기� (명지대학교,�교수)

Myung-Gi� Han�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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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 발표자

이배용

국� � � �적 한국

소� � � �속 (사)코피온

직� � � �함 총재

이�메�일 bylee@ewha.ac.kr

학� � � �력

서강대학교�대학원�한국사�박사학위�취득� (1984)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한국사�석사학위�취득� (1971)

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졸업� (1969)

경력사항

코피온(해외봉사단체)�총재� (2016.10~현재)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이사장� (2012.~현재)

문화재청�세계유산분과�위원장� (2017.04.~2019.04)

한국학중앙연구원�16대�원장� (2013.09~2016.09)

대통령직속�국가브랜드위원회�2대�위원장� (2010.10~2012.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15대�회장� (2009.06~2010.04)

이화여자대학교�13대�총장� (2006.08~2010.07)

발표제목 한국의�문화유산과�인문정신

요약문

우리� 역사� 속에는�인문정신이� 다양한� 모습으로�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군조선의�홍

익인간의�이념에서부터�불교가�기반이�된�화랑도�정신,�유교가�기반이�된�선비정신,�실학정

신�등에�이르기까지�한국�역사의�면면에는�한국이�간직해온�고유한�인문정신이�깔려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극빈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세계� 사상� 유일무이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은� 우리나라의�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문화와� 그� 문화를� 만들어낸� 선조들의� 인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불� 수� 있다.� 이제�

인문정신을� 되살려� 황폐해진� 물질� 만능의� 풍토를� 품격� 있는� 정신문화� 구조로� 재정비해야�

하는�시대적�과제가�우리�앞에�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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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note Speaker

Bae� Yong� Lee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COPION

Current� Position President

Email bylee@ewha.ac.kr

Education

Ph.D.,�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orean�History� (1984)

M.A.,� Ewha�Womans� University�Graduate� School� of� Korean� History� (1971)

B.A.,�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Department� of� History�

(1969)

Work

Experience

President,� Copion� (Overseas� Outreach� Committee)� (2016.10~present)

Chairman,� Korean� Neo-Confucian� Academy� (2012.~� present)

Chairman,�World� Heritage� Subcommittee,� Cultural� Heritage�Administration� � �

(2017.04.~2019.04)

16th� President,�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3.09~2016.09)

2nd�Chairman,� Presidential� Council� on�Nation� Branding� (2010.10~2012.10)

15th� President,�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09.06~2010.04)

13th� President,� Ewha�Womans� University� (2006.08~2010.07)

Presentation� � �

Title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Humanistic� Spirit

Content

The� humanistic� spirit� of� the� Korean� people� has� manifested� itself� in� diverse� forms�

in� their� history,� ranging� from� the� ideal� of� ‘promoting� public� welfare’� espoused�
by� Dangoon� Choseon,� the� first� nation� state� in�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Hwarangdo� chivalry� of� the� Shilla� Kingdom� inspired� by� Buddhism� and� to�

the� Confucianism-based� Seonbi� spirit� and� pragmatism� of� the� Choseon� Dynasty.�

The� whole� of� Korean� history� is� anchored� by� this� unique� humanistic� spirit.�

Impressive� economic� success� over� the� past� decades� has� enable� Korea� to� move�

into� the� central� stage� of� the� world.� It� has� risen� above� abject� poverty� to�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ten� economic� powerhouses.�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world� history� that� has� achieved�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t� the� same�

time.� These� brilliant� achievement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they� had� not�

been� backed� up� by� the� nation’s� refined� culture� and� the� humanistic� spirit� of� its�
ancestors� who� created� it.� Today,� the� nation� faces� the� challenge� of� reviving� the�

traditional� humanistic� spirit� to� cure� the� nation� of� the� various� ills� caused� by�

rampant�materialism� and� establish� a� refined�moral� culture� in� it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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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유산과� 인문정신

                                                              이 배 용

1.� 인문정신과�시대적�과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왔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인사 잘하고 예절 바른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도덕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받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도덕과 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막

말하고 무질서하고 서로를 헐뜯는 품격 잃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참다운 인재를 키워야 

함을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여겨야 하는 학교에서부터 폭력이 난무하고 잔학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이

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폭넓은 반성과 도덕 재무장

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다시금 철저히 자기반성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직과 신뢰, 책임과 성실, 존중과 배려, 공동체적 질서와 화목, 품격과 예절

은 예나 지금이나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인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우

리 사회가 세계에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룩해 온 물질적 성과에도 불구하

고 가치관의 혼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 생태적 문제 등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행복한 삶 지수’등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복이 빵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정신적

인 부분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한때 물질적으로 크게 번영을 누린 민족이라도 인문정신 문화의 뿌리가 없는 

민족은 결국 쇠잔과 멸망의 길을 재촉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물질만능 풍조와 기계문명에만 젖어 있어 유

형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 가치를 놓치는 바람에 공존과 타협의 지혜가 저평가되고, 비생산

적인 가치관의 충돌과 소모적인 대립, 갈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달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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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해 나갈 기회도 놓치고 있다. 

세계사를 통해 보면, 인문 정신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서양의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의 인문 정신을 부활시켜 근대로 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다. 가장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IT기술문화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

을 강조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외에도 인문 정신은 위기의 시기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을 휩쓸고 초토화시키며, 독일 국민을 극한에 내몰며 절망하게 했을 때, 독일 

국민을 일으켜 세운 것은 철학자 피히테가 1807년에 행한 유명한 연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었

다. 피히테는 이 연설을 통해 독일 국민의 정신과 혼을 일깨워, 독일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

시했다. 

그러나 인문정신은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풍부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인문정신

을 멀리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 역사 속에서 찾는 지혜와 태도가 필요하다. 인문정신이 한국

의 역사와 문화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 속에 담긴 인문정신이 다름 아닌 한국 역사 속의 정신적 가치와 지혜를 찾는 작업이

라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인문정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군조선의 홍익인간

의 이념에서부터 불교가 기반이 된 화랑도 정신, 유교가 기반이 된 선비 정신, 실학 정신 등에 이

르기까지 한국 역사의 면면에는 한국이 가진 고유한 인문정신이 깔려 있다. 한국의 이런 인문정신

이 있었기에 한국이 최빈국에서 경제 강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세

계문화리더 국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우리 선조들은 애초부터 독자적인 정신적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불교, 유교 등 타문명의 정신을 

흡수해 독창적이고 고유한 인문정신을 형성해 오면서 역사와 문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중국을 거쳐 발달해 온 불교를 수용하면서도 원효의 불교 사상에서 볼 수 있

듯이, 동아시아 불교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선진적이고 독창적인 한국의 불교정신을 발전시켰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금강삼매경론』은 중국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

고, 『십문화쟁론』은 범어로 번역되어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첨성대, 선덕대왕 신종,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등은 이런 인문정신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라의 불교를 계승하며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삼은 고려 시대에도 인문정신은 

목판 고려판 대장경, 금속활자 발명, 고려 삼강청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조선 역시 불교문명을 대체할 새로운 사상으로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대로 추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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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고조선에 대한 우리의 역사의식과 결부시켜 도덕 문명의 뿌리인 옛 조선을 구현한다는 의

식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런 정신의 바탕 위에서 조선 시대에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자긍심 그리

고 합리성이 내포된 독창적인 문자인 한글의 창제, 측우기, 거북선 등 세계 최초의 첨단 과학기술

이 등장하고, 집현전(集賢殿)으로 대변되는 고도의 인문통치와 세계사에서도 빛나는 최고의 리더 

세종대왕이 출현할 수 있었고, 이황(李滉)과 이이(李珥) 등을 통해 독창적인 조선의 성리학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 탁월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조임금을 통

해 규장각(奎章閣)이 설립되고, 뛰어난 인재들이 양성되어 화성 행궁 건설 등 조선의 르네상스라 

할 만한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중국과 서구로부터 발원된 새로운 충격을 능동적으

로 받아들여 정약용(丁若鏞)이라는 인물과 그로 대표되는 실학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인문정신

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다른 면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극빈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

한 세계사상 유일무이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볼 때 한국의 이러한 발전은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은 우리나라의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문화와 그 문화를 만들어 

낸 선조들의 인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인문정신을 되살려 황폐해진 물질

만능의 풍조를 품격 있는 정신문화 구조로 재정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2.� 서원문화를�통한�선비정신,� 인문정신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원동력에는 교육의 열정이 있

다. 특히 전통교육에는 지식의 차원뿐 아니라 심성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중심에 있었

다. 조선시대 사립학교의 효시인 서원 교육에는 인류의 미래지향적 가치인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평화를 추구하는 융합적인 조화의 기능이 있다. 서원에 들어서면 수려한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수백 년을 역사의 증인으로 지켜온 나무들이 울창하고 맑은 계곡이 흐르고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목조 건축의 아름다운 조화는 백 마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

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왕조가 치국 이념으로 채택한 성리학을 사대부(士大夫) 계층이 차차 자신의 

것으로 정착시키며 만들어 낸 명문 고등사립학교로서 시대적 산물이다. 조선시대 서원은 조선 중

기 이후 향촌(鄕村)에 건립하기 시작하였고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에 세운 백운

동서원(白雲洞書院)을 효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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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동서원은 이황의 노력으로 1550년(명종 5) 2월 조정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

액 받음으로써,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조선사회를 이

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교육적 이상의 귀중

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는 지성과 인성교육까지도 강조되었다

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이어받을 뜻 깊은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 담긴 한국의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先賢)의 제향(祭享)을 위해 사림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또한 서원은 

향촌 자치 운영 기구로서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과 도덕,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

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나아가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들이 존재하며,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주로 주변의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입지하였으며,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배치되면서 각각의 공간들이 형성되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었다.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

기 위한 제향공간, 유생들의 장수(藏修)를 위한 강학공간, 유식(遊息)을 위한 누문공간, 제향과 강

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공간, 그리고 서원의 주변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로서 서원 건축

이 무엇을 지향 하는가를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서원과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배치형식들은 

서원건축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 즉 자연과 인간의 이치의 결합은 스스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깊

이 성찰할 수 있는 자연을 통해 배우는 언어이다. 즉,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오행(五行)의 

목(木), 금(金), 화(火), 수(水), 토(土)의 원리에서 인간심성의 기본인 오성(五性)의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이 상호 합일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 즉, 나무(木)를 

통해서 사람은 인(仁)을 배우고, 쇠(金)를 통해서 의로움(義)과 정의 그리고 의리를 배우고, 불(火)

을 통해서 예(禮)의 질서를 배운다. 물(水)을 통해서는 배움, 즉 깨달음(智)을 알게 되는데 물이 낮

은 곳으로, 또 넓은 곳으로 바다를 향해 부단히 흐르듯이 겸손과 포용의 자세를 배우게 되고, 흙

(土)은 만물이 딛고 생성하는 토양이 되듯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은 무엇보다도 믿음(信)이라는 데서 

참다운 인성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서원에서 선비들이 닮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순리였고 또한 존경하는 선현이었다. 

조선의 선비는 스승의 가르침과 서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 사색하면서 상생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늘 푸른 소나무를 통해서는 변치 않는 한

결같은 마음을, 대나무를 통해서는 굽히지 않는 절개를, 할아버지 대(代)에 심으면 손자 대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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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열매가 열린다는 은행나무를 통해서는 인내와 끈기의 향학열을, 연꽃을 통해서는 진흙탕에서도 

때 묻지 않고 세속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맑고 고고함을 터득했다.

이외에도 매화·작약·배롱나무 등 철따라 피고 지고 또 피어나는 각종 꽃들의 모습은 자연의 오묘

한 진리를 통해 현실에서는 설 자리, 누울 자리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 옳고 그름을 헤아릴 줄 아

는 도덕률이 생겨나는 것이다. 퇴계 선생은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지혜를 적용하여 도산서당

을 설계할 때 왼쪽의 담장을 완전히 막지 않고 끊어 쌓음으로써 공부하는 공간에 자연을 끌어들여 

호연지기의 심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서원마다 공부할 때, 현판 하나하나에 새겨진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문을 드나들 때나 누

정에서나 강학당·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사당에서 제례할 때마다 유교가 주는 인간이 깨우쳐야 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각 지역의 서원끼리도 끊임없이 소통하였다. 서원을 찾은 손님의 명단인 심

원록(尋院錄)을 보면 유명 유학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기숙 생활을 

하면서 상하질서·상부상조하는 협력 체제를 갖추게 하고 바로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혜는 오

늘날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별히 충효의 의리정신, 나눔과 배려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조직이 굳게 짜여져 있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공동체가 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초개같이 목

숨을 걸고 싸운 의병, 그리고 일제 침략기의 의병 운동은 모두 이러한 공동체 조직을 바탕으로 자

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더불어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꽃은 기록 문화의 발달이다. 지금 국보로 지정된 조선시대 문화재의 

대부분은 책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등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

다. 현재 독일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등재했지만 그 내용은 주로 문서들이지 책이 별로 없다. 현

재 한국은 16종이 등록되어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분량상으로는 엄청나게 큰 책들이다. 

기록은 정치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에 이런 기록문화를 남긴 조선왕조의 정

치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왕조시대 정치보다 훨씬 높

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기록문화에 관한한 왕조시대의 수준에 월등하게 뒤지고 있다.

3.�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한국의�서원� 9곳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형유산으로는 14번째이다. 한국의 서원은 

9곳이 연속유산으로 선정되었는데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대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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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다.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Ⅲ에 해당되는 유산으로서 인정받았다. 바로 기준(ⅲ)에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

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춘 것이다. 즉 교

육적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한국 성리학의 탁월성이 입증된 것이다. 조선시대 향촌 

지식인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는데 독보적 문화체계

로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한국에 600여개의 서원들이 있는데 19C 후반 대원군 때 훼철되지 않고, 20C 일제 식민지 

시기, 6.25 전란 등을 거치면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서원 중 9개 서원들

이 연속 유산으로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으로서 등재된 것이다.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 풍기에 위치하고 있고 1543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이다. 

주 제향인물은 고려 말 성리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회헌 안향 선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

원이다. 한국의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도 풍부하여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 강학, 제향, 회합과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남계서원은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해 있고 1552년 건립된 서원으로 주 제향인물은 일두 정여창 

선생이다. 지역 사림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다. 건축적으로는 한국서원 건축의 정형적인 

배치 방식이 처음 등장한 사례이다.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 선상에 배치한 것은 

이후 건립되는 서원 배치 방식의 전범이 되었다.

옥산서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동마을에 위치해 있고 1572년 세워졌으며 주 제향인물은 회재 

이언적 선생이다. 출판과 장서의 중심 기구로서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건축적으로는 서원 영

역의 앞에 누마루를 도입하여 회합 및 유식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서원에 누마루

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해 있고 1574년 건립되었는데 주 제향인물은 퇴계 이황 선생

이다. 이후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입증하고 있다. 제향인물인 이황의 

강학처였던 도산서당을 기반으로 확대 건립되었으며 자연친화적 경관의 입지를 구현한 한국서원

의 전형을 보여준다. 도산서원의 목판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

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필암서원은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하고 있고 1590년 건립되었으며 주 제향인물은 하서 김인후 

선생이다. 한국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원 운동이 서남부 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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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한다.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 방식을 알 수 있으며, 이전의 서원들이 경사지형을 

이용하던 것과는 달리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 방식을 적용하였다.

도동서원은 경상북도 대구 달성에 위치하고 있고 1605년 건립되었으며 주 제향인물은 한훤당 

김굉필 선생이다. 낙동강을 바라보는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강당 기단부의 예술적 구현, 최소 규모의 계획, 흙 담장 경관과 성리학 건축미학의 완성을 이루었

다. 서원의 교육 및 일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1613년에 건립되었으며 주 제향인물은 서

애 류성룡 선생이다. 교육기관으로서 뿐 아니라 만인소 등 사림의 공론장으로도 확대된 사림활동 

중심지로서의 서원의 기능을 입증한다. 낙동강 건너 병산을 마주보며 지어진 만대루는 자연경관과

의 조화가 탁월하고 아름답다.

무성서원은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1615년 건립되었고 신라 말의 고운 최치원 선생

이 주 제향인물이다. 한국 서원의 발전과정에서 성리학 이념이 지역 단위의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

로 사회전반에 확대되는 단계에 속한다.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향촌을 교화시키고자 마을 

한 가운데에 입지하고 있다. 

돈암서원은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1634년 건립되었고 주 제향인물은 사계 김장생 

선생이다.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서원으로 강당인 응도당을 정침이론에 

맞추어 완성한 뛰어난 건물로서 서원 건축의 백미이다. 논의의 산실이었으며 소장한 문집과 책판

의 간행을 통해 호서지역 사림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문화센터로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서원이 갖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정신적인 무형적 측면과 물질적인 유형적 측

면으로 구분해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본래 전인(全人)교육을 표방하고 이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단순한 지식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도덕교육의 실천의 장으로서 전통을 지키고 

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정신적인 빈곤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

는 오늘날, 심성의 수양과 성찰을 우선하는 서원의 전인교육 방식은 인류가 공유하고 지향해야 할 

소중한 정신적 가치요, 소중한 교육유산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AI도 갖지 못한 마음, 정신, 영혼

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미래의 정신적 원동력을 자연의 순리와 인성교육을 중요시한 유학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서원의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다. 모두가 물질적 성공에 치중할 때 공허해질 수 있는 정신

적 가치를 잡아주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원, 서원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 인류가 함께 아끼

고 보존해 나가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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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신문화운동의�주목�받지�못한�일면�

—�중국의� “개인주의”

요약문

5·4� 신문화운동을�설명하려는�두가지�의도가�있었다.�첫째,� 이� 운동을�정치적�감수성을�지

닌� 청년층을� 탄생시킨� 순수한� 광장� 정치� 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역사에�

대한�중국공산당의�내러티브�전략이다.� 두번째,� “5월� 4일”을�문화적�계몽으로�간주하는�것

이다.�기본적으로�이것은�국민당이�일반적으로�사용했던� “자유주의”의�내러티브�전략이다.

“정치적�운동�내러티브”든� “문화적�계몽�내러티브”든�모두�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과학”

이라는� 테마에� 집중한다.� 사실� “5월� 4일”의� 또� 다른� 테마는� “도덕성과� 윤리적� 혁명”이다.�

이는� 전통적� 도덕성과� 윤리의� 굴레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들은� 그저� “국가”,�

“민족”,�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걱정하는� 대신� 개인의� 행복과� 인격의� 해방을� 중시했다.�

5·4�운동�당시� “개인주의”의�인기는�청나라�후반과�초기�중화민국�건설을�탐험하는�상황과�

관련되었다.� 중화민국�초기� 정치적�상황은�혼란스러웠고�정당� 정치는�실망을�불렀다.� 따라

서�국가숭배�철폐가�제안(천두규에�의해)�되었고� “무정부주의”가�한�때�인기를�끌었다.

중국� 문화의� 미래� 발전을� 탐험하려는� 시도로서� “개인주의”는� 5·4� 신문화운동의� 중요한�부

분이�되었다.� 하지만�두�번의�전쟁을�거치면서,� 국가적�위기에�대한�우려와�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이념�논쟁은� “개인주의”의�연속과�발전에�치명적�영향을�미쳤다.�이후� “사회주

의”와� “집산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에� 의해� 서서히� 대체되었다.� “개인주의”는� 결국� 부정

인�존재로�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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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The� Neglected� Side� of�May� 4th�New� Culture�Movement

—� the� “Individualism”� in� China

Content

There� were� two� inclinations� of� the� explanation� to� the� May� 4th� New� Culture�

Movement.� First,� regarding� it� as� a� pure� square� political�movement�which� bred� a�

group� of� youth� with� political� sensitivity.� It's� a� narrative� strateg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its� own� history.� Second,� considering� the� “May� 4th”� as� a�

cultural� � enlightenment.� Basically,� it's� a� narrative� strategy� of� “Liberalism”� usually�

used� by� the� Kuomintang.

Whether� “political�movement� narration”� or� “cultural� enlightenment� narration”,�

they� basically� focus� on� the� themes� of� “Democracy”� and� “Science”.� In� fact,� the�

other� theme� of� the� “May� 4th”� is� the� “Morality� and� Ethic� Revolution”.� It� was�

important� because� they� broke� the� shackles� of� the� traditional� morality� and�

ethics.� They� put� the� individual� happiness� and� personality� liberation� at� priority�

instead� of� caring� the� destiny� of� “Country”� “Nation”� and� “World”� merely.� The�

popularity� of� “Individualism”� during� the� May� 4th� Movement� was� relevant� with�

the� situation� of� exploring�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country�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In� the� early� Republican� China,� the� political� situation�

was� in� chaos� and� the� Party� Politics� brought� disappointment.� Thus� a� slogan� of�

beating� down� the� state-worship� was� proposed(by� Chen� Duxiu)� and� “Anarchism” 

was� popular� once.

“Individualism”,� as� an� attempt� to� explore� the� future� development� of� Chinese�

culture,�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e� May� 4th� New� Culture� Movement.�

However,� after� the� two� world� wars,� the� anxiety� to� the� national� peril� and� the�

dispute� of� the� ideologies�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Kuomintang� had� a� fatal� impact� on� the� continuation�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ism”,� which� was� gradually� replaced� by� � � the� radical� ideas� of�

“Socialism”� “Collectivism”� and� “Groupism”.� “Individualism”� was� regarded� as�

negative�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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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문화운동의� 주목받지� 못한� 일면,�

중국의� ‘개인주의’

중국인민대학 청나라 역사 연구소  양녠췬(杨念群)

1. ’5.4’ 신문화운동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5.4운동이 순수한 광장 정치

운동으로 정치에 민감한 신(新)청년들을 양성했다는 시각으로 이는 중국 공산당의 당 역사 

서술 전략이다. 다른 하나는 5.4운동을 문화계몽운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본적으로‘자유

주의’서술 전략이며 국민당이 자주 활용하는 주장이다. 

2. 5.4운동이 ‘정치운동의 담론’이든 ‘문화계몽의 담론’이든, 모두‘민주(democracy,더선생)’와 ‘과

학(science,싸이선생)’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3. 사실 5.4운동의 또 다른 주제는 ‘도덕 윤리 혁명’이다. 즉 당시 ‘모랄 아가씨(moral)’ 혹은 ‘모 

아가씨’로 불리던 화제 및 그에 따라 생겨난 ‘개인주의’ 사조이다. ‘개인주의’는 ‘민주’, ‘과학’

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논제였지만 대다수 후세의 연구자들에게 외면당했다.

4. ‘모랄 아가씨’와 ‘개인주의’ 사조가 중요한 이유는 전통 도덕 윤리의 굴레를 탈피하여 ‘국가’, 

‘민족’, ‘세계’의 운명보다 개인의 행복 추구와 개성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

인’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에도 크게 저촉되었다. 이 때문에 ‘개인주의’ 사조는 소외되

어 점차 비주류로 전락했다.

5. 5.4운동 전후로 ‘개인주의’가 소외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의 고전 인지체계에는 ‘개인’을 본위(本位)에 두는 사상이 없으며 서양에서 시작된 

‘개인주의’는 중국인의 일상적인 윤리와 처세 원칙에 어긋났다.



28

  둘째,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은 현대 국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외래의 위협을 받았

으며 늘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반면 서양은 앞선 과학기술과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공세를 펼

쳤기 때문에 중국인은 자연스레 ‘과학’과 ‘민주’를 자신들의 첫번째 숭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개인주의’는 집단의 목표에 의해 비주류가 되었다. 

6. 그 첫번째 이유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개인’은 독립적 가치를 갖지 못했다. 중

국에서 ‘사(私)‘는 ‘공(公)’이 가진 긍정적인 의미와 비교되어 좋은 의미로 인식된 적이 없었

으며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만 내포했다. ‘공’과 ‘사’의 관념 대립은 ≪예기(禮記)≫의 천하

위공(天下爲公) 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송나라에 이르러 新유교가 부흥하면서 ‘사’와 ‘공’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았다. ‘천리지공(天理之公)’과 ‘인욕지사(人欲之私)’의 이원 대립 형태를 

띄며 ‘대공무사(大公無私)’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사’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는 관념이 퍼지면서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7. 청나라 말기 이후 누군가 ‘황제를 위한 사(私)’를 타파하고 ‘민권을 위한 사(私)’를 건립할 것

을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기서의 ‘민(民)’ 역시 ‘개체’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황제’라는 ‘사’를 부정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됐다. 여기서의 ‘민’은 집단 속의 민중을 가리켰

으며, 반대로 ‘개인’은 황제를 몰아내는 혁명 과정에서 집단의 공공 목적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며 심지어 이 목표를 위해 ‘자아’를 희생해야 했다.

8. 이처럼 5.4 운동을 거치기는 했지만 중국인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조직의 계층 속에서 ‘개인주

의’의 가치를 인식했다. 그들은 가정 밖에서도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다시 개인을 새로

운 조직인 ‘국가’, ‘사회’, ‘단체’로 편입시켰다.

9. “‘자아’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또한 ‘개체’는 반드시 ‘국가’와 ‘사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5.4운동 전후로 한 때 유행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 묻혀

버렸다.

10. ‘개인주의’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첫번째 이유는 중국 전통 문화에서 ‘개체’ 혹은 ‘자

아’에 대한 중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근대 이후 중국의 시국 변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5.4운동 이후로 ‘개인주의’는 1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회주의’라는 사조의 도전에 부딪혔다. 사회주의가 부흥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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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평등한 분배 문제로 시선을 돌렸으며 ‘개인주의’는 이러

한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11. 1930년대 이후는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다. 순수하게 개인

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당시의 시국과 어울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회 유기

체론’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또한 ‘개인’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집단의 이익에 복종하기

를 요구 받았다. 이에 따라 ‘집단주의’, ‘단체주의’ 등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개인’은 국가 

설립과 적에 맞서기 위한 큰 계획에 반드시 복종해야 했으며, 단순히 ‘개인’을 숭상할 경우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12. 5.4운동 시기에 ‘개인주의’가 잠시 유행한 것은 청말민초 때 국가 설립이 탐색 단계에 있었

던 것과 관련이 있다. 민국 초기에 정국이 혼란하여 정당 정치인들에게 실망이 커졌고 ‘국

가에 대한 숭배를 타도하자(진독수, 陳獨秀)’는 ‘무(無)정부주의’가 한 때 유행했다. ‘개인주

의’ 역시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으며 5.4 신문화운동의 중

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국가 존망에 대한 우려와 국×공 양

당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연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

다. 결국 개인주의는 ‘사회주의’, ‘집단주의’, ‘단체주의’의 급진적 주장에 의해 부정적 대명

사로 전락했다.

13. 근현대의 중국은 황권 체계를 몰락시켰으며 동시에 일당(一党)정치의 권위 체제를 세웠다. 

일당 정치체제는 ‘국가주의’ 우선을 원칙으로 하여 ‘자치조직’의 사회 형태는 살아남기 어려

웠으며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념과 사조 역시 장기간 권위 체제의 압박 아래에 있었

다. 앞으로 중국 지식인은 완곡한 개인식 표현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다. 지금도 국경이나 민족 역사에 대한 토론이 ‘민감’한 주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국 공

산당의 주류 ‘당 역사’ 이외의 연구 역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고대 역사’ 연

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타임슬립’ 소설을 통해 완곡하게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지식인들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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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四”新文化运动被忽略的一面
—“个人主义”在中国

中国人民大学清史研究所  杨念群

1. 以往对“五四”新文化运动的解释有两种倾向：一是把它视为是一场纯粹的广场政治运动, 并蕴
育出一批带有政治敏感性的新青年, 这是中国共产党的党史叙述策略；二是把“五四”看做是一
场文化启蒙运动, 这基本上是“自由主义”的叙述策略, 常为国民党一派所使用。

2. 无论是“政治运动叙事”还是“文化启蒙叙事”都基本聚焦于“民主” (domocracy) (德先生) 与“科
学” (science) (赛先生) 两个主题。

3. 其实“五四”的另一个主题是“道德伦理革命”, 即当时称为“莫拉尔小姐” (moral) 或“穆姑娘”的
话题及其随之而产生的“个人主义”思潮, “个人主义”与“民主”“科学”一样也是重要的议题, 却被
大多数后来的研究者所忽略。

4. “穆姑娘”与“个人主义”思潮之所以重要, 在于冲破了传统道德伦理的束缚, 把追求个人幸福和个
性解放摆在了第一位, 而不仅仅关心“国家”“民族”“世界”的命运。但事实证明, 对“个人”优先的
重视不但违背中国传统的伦理精神, 也与当时的中国面临迫切需要解决的重大问题格格不入。

所以很快遭到冷落, 逐渐被边缘化了。

5. 五四前后“个人主义”遭到冷落有两个原因：

  第一, 中国的古典认知体系中不具备以“个人”为本位的思想, 源起于西方的“个人主义”明显有悖
于中国人日常伦理与处事原则, 

  第二, 近百年来, 中国在建立现代国家的过程中, 时时受到外来威胁, 始终
  处于弱势地位, 而西方的冲击亦主要体现在其科技领先和政治制度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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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优势方面, 于是对“科学”与“民主”的崇尚必然成为首选的目标, 

  而“个人”“个人主义”在这些集体目标的遮蔽下必然遭到边缘化。

6. 从第一个原因观察, 中国传统中“个人”并不具备独立价值, 在中国的“个人”生活中, 与“公”的正
面意义相比, “私”从来就被认为是不好的东西, 具有绝对负面的涵义。“公” “私”对立的观念肇
始于《礼记》中“天下为公”的思想, 到了宋代, 随着新儒家的崛起, “私”与“公”的对立被推向极
端, “天理之公”与“人欲之私”呈现出二元对立的状态, 最极致的观念就是“大公无私”。“私”乃是
人性中最丑陋一面的思想被放大和强化, 成为判断是非的准则。

7. 晚清以来, 不断有人出来发表议论, 要求摧毁皇帝之“私”, 建立“民权之私”, 但这里的“民”也不
是作为“个体”存在的, 而仅仅是针对“皇帝”之“私”的一种否定, 这里的“民”指的是作为群体的民
众, 相反, “个人”在推翻帝制的革命行动中, 也必须服从于集体的公共目标, 甚至为这个目标牺
牲“自我”。

8. 所以, 虽然经过“五四”洗礼, 中国人还是习惯于在网络化的层次上认识“个人主义”的价值, 即使
他们走出家庭, 也并不意味着他们会以“个人”的价值作为出发点, 而是重新把个人归并整合进
新的群体如“国家”“社会”“团体”等组织之中。

9. “自我”具有绝对价值, 而且认为“个体”应该优先于“国家”与“社会”在五四前后一度流行, 但这种
声音很快转为微弱, 最终彻底消失。

10. “个人主义”的衰落是一个逐步发生的过程, 其原因一方面是与中国传统文
     化中缺乏对“个体”“自我”的尊重有关；另一方面, 中国近代以来的时局变  
     化, 亦使“个人主义”难有容身之地。“五四”以后“个人主义”最先遭到的
     挑战是第一次世界大战后“社会主义”思潮的兴起, 使中国的知识分子把更
     多注意力聚焦在了一般民众的经济困境及对平等分配的需求方面, “个人主
     义”与此目标并不一致。

11. 上个世纪30年代以后的中日战争, 使得救亡图存成为头等大事, “个人主义”纯粹追求自我实现
的理想显然不合时宜, 迅速让位给了“社会有机体论”, 要求“个人”作为“原子”需服从群体利
益。“集团主义”“团体主义”等等说法也随之流行起来。“个人”必须服从国家建设和抗敌的总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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规划, 单纯崇尚“个人”将会被认为是“自私”, 是一种不好的情绪, 必须受到批判。

12. “五四”时期“个人主义”的一度流行与晚清民初现代国家建设处于探索阶
     段的现状有关。民国初年政局混乱, 政党政治令人失望, 故有人提出打倒国
     家崇拜 (陈独秀) 的口号, “无政府主义”一度流行。“个人主义”也成为探
     求中国未来文化发展方向的一个尝试, 成为五四新文化运动的重要组成部分。

     但经过第一次和第二次世界大战以后, 由于对国家危亡的焦虑和国共两党意
     识形态之争, 对“个人主义”的延续和发展造成了致命影响, 使之逐渐让位
     给了“社会主义”“集体主义”“团体主义”的激进主张, 最终沦落为负面的
     名词。

13. 近现代中国的演变, 一方面摧毁了皇权体系, 另一方面又建立起了以一党政 
    治为特征的威权体制, 这个体制以“国家主义”优先为原则, 作为“自治组
    织”的社会形态很难存活, 强调“个人”权利的理论和思潮也被长期压抑在
    了威权体制之下。从未来的角度考虑, 中国知识分子只能通过委婉的个人式
    表达来发表自己的见解, 就目前而言, 对边疆、民族历史的讨论, 均属“敏
    感”领域, 对中国共产党的主流“党史”系统之外的研究也都受到一定的限
    制, 所以更多人选择或者回归“古史”研究, 或者在被称之为“时空穿越”

    的小说里来委婉地发表自己的看法, 这就是中国知识界的现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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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조선왕조는� ⼠⼤夫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사대부는� 기본적으로� 儒學,� 그� 가운데서도�

주로� 性理學을� 공부했던�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년� 시절� 이래� 습득한� 유교적� 교양과�

고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修⼰治⼈이라는� 덕목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사대부들은� 벼

슬에�나아가� 현실에서�수기치인의�덕목을� 실천하고�그를� 통해� ⽂治主義에�입각한�王道政

治를�구현하는�것을�이상으로�꿈꾸었습니다.�

사대부들이�기본적으로�지식인이자�문치주의자였지만�국가가�위기에�처했을�때�이들은�현

실의� 위기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대부들이�義兵을�일으켜�붓� 대신�칼을�잡고�국난�극복을�위해� 헌신했던�것은�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임진왜란이�끝난�이후�사대부들의�국가�운영의�보다�확실한�主役이�되었던�

것은�바로�이�같은�배경이�있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임진왜란�이후의�역사를�보면�이들�지식인들이�남긴�그림자�또한�만만치�않았습니

다.�위기가�사라지면서�지식인들의�위기의식�또한�같이�약화되어�마땅히�실현되어야�했던�

개혁� 과제들이� 방기되었습니다.� 또� 집권하고� 있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데�골몰하면서�새로운�사조나�이념에�대해�매우�경직된�자세를�보였습니다.�그것

은�이후의�조선사회에�또�다른�비극과�고통을�예비하는�것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다시� 격동하고� 있는� 오늘,� 과거� 조선� 지식인들이� 위기�

시에�보여주었던�행적을�반추하는�것은�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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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Choseon� People’s� Light� and� Shadow�During�Nationa� Crisis

Content

The� Choseon� Dynasty� was� ruled� by� scholars� trained� in�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particularly� neo-Confucianism.� Armed� with� Confucian� values�

and� knowledge� of� Confucian� classics� they� acquired� since� childhood,� these�

scholars� attempted� to� practice� the� principle� of� disciplining� themselves� before�

ruling� over� others� as� the� foundation� for� royal� politics� rooted� in� civilian�

governance.�

Though� they� were� scholars� by� profession,� they� did� not� run� away� or� sought�

personal� safety� when� the� nation� was� in� peril.� When� Japan� invaded� Korean� in�

1592,� many� of� the� scholars� in� the� ruling� class� threw� down� their� pens� and�

raised� armies� to� fight� the� aggressors.� Their� bravery� and� dedication� to� national�

defense� allowed� them� to� become� more� important� players� in� national� politics�

after� the�war.�

Nevertheless,� these� intellectuals� deserve� to� be� criticized� for� their� behavior�

after� the� war.� With� the� war� behind� them,� they� became� complacent� with�

reality� and� neglected� pursuing� necessary� reforms.� Those� in� the� ruling� class�

were� preoccupied� with� safeguarding� their� powers� and� invested� interests,�

which� made� them� resist� new� ideas� and� trends.� These� problems� paved� the�

way� for� a� tragedy� that� occurred� in� the� latter� years� of� the� Dynasty.�

Reflecting� on� the� pros� and� cons� of� the� choices� the� ruling� scholars� made�

during� the� Choseon� Dynast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as�

international� politics� in� East� Asia� seems� to� be� headed� for� another� ear� of�

turb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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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속� 조선� 지식인의� 빛과� 그림자
-� 임진왜란과� 오늘의�韓日關係를� 돌아보며� -

                                            명지대 사학과 교수  한명기

1.� 가깝고도�먼�나라의�서로�다른�꿈� �

흔히 韓日 두 나라를 가리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가깝다’는 것은 아마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것과 두 나라가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漢字 문화권’이고 ‘儒敎 문화권’이고 동시에 ‘젓가락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먼 나라’라고 할까요? 두 나라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부터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

다. 지금부터 1400여 년 전인 607년, 倭國의 사신이 중국 隋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신은 

倭王이 隋煬帝에게 보내는 國書를 가져갔는데 국서에는 “해 뜨는 곳의 天子가 해 지는 곳의 천자

에게 보낸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왜국은 스스로를 ‘天子의 나라’라고 자칭했

던 것입니다. 당시 왜국이 ‘천자의 나라’를 운운했다면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

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대충 배웠던 고대 한일관계사와는 달리 7세기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보

다 한 등급 낮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천자=天皇의 나라’로 칭하면서 한반

도를 이른바 번국(蕃國)으로 여겼습니다. 마침 7세기의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치열

하게 統一戰爭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서로에 대한 극심한 반감과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한반도가 분열되어 죽자 사자 싸우면 일본의 존재감은 높아집니다. 잘 알다

시피 660년 百濟 멸망, 663년 白村江 전투, 668년 高句麗 멸망, 676년 羅唐戰爭 등이 이어지면

서 일본은 존재감은 한껏 높아졌고, 그들은 한반도의 상쟁 과정에 개입하면서 스스로를 ‘천황의 나

라’라고 여기는 인식이 더욱 커집니다.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이후 당나라와 대결하게 되면서 일

본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쾌재를 부르며 신라를 

‘조공국’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8세기 중반 이후 자신감을 회복한 신라는 일본에 대해 저자세를 벗어던지고, 일본이 ‘천

황의 국가’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신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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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결국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한일 두 나라는 8세기 중반 이후 진짜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2.� 내키지�않은�관계�회복,� 반복되는�서로에�대한�우월의식�

8세기 중반 이후 600여 년간 단절된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는 뜻하지 않는 계기를 통해 재개됩

니다. 高麗 말기에 해당하는 1350년대 이후 한반도는 倭寇, 즉 일본 출신의 해적들 때문에 막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구들은 남해부터 서해를 오르내리며 물자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고 분탕질을 일삼았습니다. 참다못한 고려는 군대를 동원하여 왜구를 쳐부수기도 했지만, 그것만

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왜구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

은 1392년 건국된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두 나라의 관계와 교섭이 

왜구 때문에 재개되었던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왜구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對馬島를 정벌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일본

을 포용하여 회유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본인들이 경상도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고, 무역을 허락하

고, 양곡과 물자를 공급하고, 귀순하는 일본인들에게는 벼슬을 내려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부산, 울산, 웅천 등지에는 倭館이란 곳을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조선 정

부의 회유책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을 樂土로 여겨 몰려들었습니다.

조선이 이 같은 정책을 쓴 것은 ‘장차 왜구가 될 지도 모르는 자’들을 포용하고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을 회유하면서 조선은 일본에 대해 스스로 ‘大國’이자 ‘上國’으로 자

처하게 됩니다. 조선은 또한 일본을 상대할 때 恩惠와 威嚴을 어떤 비율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

하게 됩니다.

조선의 정치인,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 지녔던 우월의식은 16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극에 이르

게 됩니다. 지식인들은 조선은 명나라에 버금가는 ‘문명국’이고 일본은 문명 세계 바깥에 위치한 

‘야만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590년(선조 23) 일본에 갔던 金誠一은 스스로를 ‘대국의 사

신’으로, 일본인들을 ‘하찮은 오랑캐〔小醜〕’, ‘개돼지〔犬豕〕’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지식인

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에게 보내는 글에서 일본을 가리켜 ‘군더더기 같은 나라’,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 일본에서는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인도를 거쳐 마카오로 

향하던 포르투갈 사람이 鳥銃을 전해줍니다. 일본 곳곳에서 銀鑛이 개발되어 은 생산이 늘어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힘도 커집니다. 이런 변화에 더해 1587년에는 히데요시가 對馬島까지 

정복하면서 분열된 戰國時代가 끝나고 통일정권이 들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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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대를 통일했던 히데요시는 자신의 총구를 명나라와 조선으로 돌립니다. 그는 1587년 對馬
島主에게 조선 국왕을 일본에 조공 바치러 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히데요시는 이전의 동아시아 

질서에 무지했고, 또 그것을 무시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밤낮없이 싸움질로 점철된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히데요시에게 전쟁은 멈출 수 없는 일종의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는 조선에게 ‘명을 치는

데 앞잡이가 되라며〔征明向導〕’ 침략에 나섭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모한 인물이 등

장했던 것은 일본은 물론, 조선과 명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 없었

습니다. 

3.� 임진왜란과�조선�지식인의�빛과�그림자� �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초반 조선군은 일본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전격적인 기습 공격을 받

았기 때문입니다. 병력도 많고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신무기 조총까지 갖춘 일본군에 비해 조선군

의 방어 태세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이 침략한지 17일 만에 서울이 떨어지

고, 국왕 宣祖는 압록강변의 義州까지 파천해야 했습니다. 선조가 파천할 때 왕을 따라간 자는 채 

백 명도 되지 않았고 “민심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기록까지 등장합니다.

조선은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애초 조선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빌미를 준 것은 없습니다. 하

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자 과거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누적된 積弊가 조선의 전쟁 수행에 발목을 

잡았던 것은 분명 문제였습니다. 특히 明宗(1545～1567) 시대 戚臣政治가 남긴 후유증은 컸습니

다. 尹元衡 일당이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고

는 고갈되고 民生은 파탄 났습니다. 선조가 즉위하고 士林들이 권력을 잡고 적폐 청산과 민생 회

복을 부르짖었지만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사림들은 도덕적 자부심은 높았지만 ‘과거 청산’의 방향

을 놓고 격렬한 논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東人과 西人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사림들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개혁은 무산되고 민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중반까지 완

수했어야 했던 사회경제, 군사 개혁이 실패했기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

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조선은 망하지 않고 버텨내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책임감의 화신’이자 ‘준비된 지휘관’이

었던 李舜臣과 그가 이끄는 水軍의 활약 덕분에 조선은 國亡의 위기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

니다.

거기에 더하여 곳곳에서 義兵들이 일어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의병을 

일으켰던 주체는 사림들이었습니다. 사림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이자 문치주의자였지만 국가가 위

기에 처했을 때 이들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郭再祐를 비롯한 의병들이 붓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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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칼을 잡고 일어나면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병들의 활약을 통해 ‘일본군은 조선이 감당

할 수 없는 神軍이다’라는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병들의 활약을 통해 국난을 극복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사림들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主役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참혹한 국난이자 시련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에 도움을 준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

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강국 일본의 침략을 겪으면서 조선은 내부의 문제점이 무

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일본군과 맞서려면 조선도 强軍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실, 강군을 양성하려면 필요한 인력과 군수 물자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려면 조

선 내부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전쟁을 계기로 軍
役制와 賦稅制, 노비제도 등을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커

다란 ‘소득’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내부의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訓鍊都監(-직업군인 체제) 

등을 설치하고 전쟁 이후 大同法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그나마 전쟁을 통해 조선이 얻어낸 개

혁의 성과였습니다.

4.� 다시�격동하는�오늘,� 지식인의�역할을�소망하며� �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고, 다시 시간이 더 흐르면서 개혁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다시 사

라지고 맙니다. 절박한 위기가 사라지자 위기의식도 같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이 지닌 문제와 한계를 누구보다 절감했던 柳成
龍은 『懲毖錄』을 남깁니다. ‘과거를 징계하여 훗날을 대비한다’는 『징비록』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소 잃고 나서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징비록』을 읽지 않았습니다. 黨派의 차이에 따른 

진영 논리 때문이기도 했고, 위기가 사라지니까 경각심도 같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

목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침략자이자 가해자였던 일본이 조선 지식인들보다 『징비록』에 더 많

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징비록』을 반출하여 1695년 일본에서 

출간했습니다. 1712년 일본에 갔던 朝鮮通信使 일행은 오사카의 난전에서 『징비록』을 팔고 사

는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

닐 수 없습니다.

한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은 실패했지만 19세기 후반 일본이 軍國主義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

의 망령은 부활합니다. 1894년 淸日戰爭 무렵, 임진왜란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조선 침략과 아

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偉業’으로 다시 기억됩니다. 군국주의자들이 폭주하면서 조선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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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가 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중국까지 침략하고 大東亞共榮圈 건설을 외치는 

와중에 중국, 일본, 동남아의 수많은 민중들도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폭주했던 귀결은 敗亡이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 일본을 항복시킨 뒤, 

그들을 개조하기 위해 明治憲法을 폐기하고 이른바 平和憲法을 제정합니다. 평화헌법의 제9조는 

일본에게 족쇄를 채웠습니다. 일본은 軍隊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交戰權도 박

탈당했습니다. 戰犯 국가 일본을 굴복시킨 직후 미국은 한 때 일본을 완전히 개조해서 민주적이고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冷戰이 본격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시도는 멈칫하게 됩니다.  

2019년 오늘, 한일관계는 최악입니다. 美中 覇權競爭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安倍晉三 政權의 장기 집권 아래서 改憲을 표방하며 ‘보통국가’, ‘군사대국’의 꿈을 실

현하려 합니다. 그런데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미국은 아베의 일본이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이

른바 印度太平洋 戰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선봉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  일본의 한국

에 대한 도발은 그 연장선의 어딘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반도 안팎에서 격동의 파도가 다시 넘실대는 오늘 우리는 임진왜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다가올 미래의 변화상을 예견하고 오늘 우리 내부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개혁

할 수 있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임진왜란을 통해 얻었던 자기 성찰과 반성이 

전쟁 이후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던 전철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

는 없다”는 엄혹한 교훈을 우리 스스로가 더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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