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행사개요 3
OVERVIEW

프로그램 4
PROGRAM AT A GLANCE

포럼 운영 정보 6
FORUM INFORMATION

행사장 안내 8
FLOOR PLAN

세션 소개 및 자료 10
SESSION INFORMATION



3



4



5



6



7



8



9



10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Era of Galloping Science & Technology and Human Values

 

우리들의 삶의 세계가 무한한 물질적 욕망과 통제 불능의 과학 기술의 확산 속에 빠지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 인간의 안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한다. 특히 인공지능, 빅 데이터, 생명공학 등을 포함하는 첨단 과학 기술이 미증유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이 시대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

여 대안적이고 적절한 가치관을 찾아보는 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 소외의 문

제, 유교를 비롯한 기존의 사상과 가치관의 성찰,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새로운 과학기술과 

타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도 중요한 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We are encountering our reality full of endless materialistic desires and expansion of 

uncontrollable science and technology. Thus, this session pays attention to: what it means 

to become a human being; safety for humans; and how to secure life conditions for a life 

based on humanity. In our time, in particular, cutting-edge technology including AI, big data 

and bio-engineering creates an unprecedented world. Experts from human science, social 

studies and natural science gather in this session in order to find appropriate perspectives 

that could be alternatives for problems of our time. Other important topics include: 

independence of human being and issues of human alienation; reflection on the existing 

ideologies and perspectives such as Confucianism; and how capable we are to 

compromise with new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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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Part 1 

  21세기 과학기술의 혁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
    Introspection of 21st Century’s Science and Technology Revolution

  9월 6일, 09:00 ~ 12:00 | 국제회의장 (1층)

  09:00 ~ 12:00, September 6 | 1F,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개회사

Opening Remarks

김광억 (산동대학교, 한국)

Kwang Ok Kim (Shandong University, Korea)

좌장

Chair

문옥표 (산동대학교, 한국)

Okpyo Moon (Shandong University, Korea)

발표자

Speaker

이태수 (인천대학교, 한국)

Tae Soo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마이클 허츠펠드 (하버드대학교, 영국)

Michael Herzfeld (Harvard University, UK)

김문조 (고려대학교, 한국)

Mun Cho Kim (Korea University, Korea)

류센린 (산동대학교, 중국)

Liu Senlin (Shandong University, China)

신상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Sangkyu Shi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류하이보 (중국과학원, 중국)

Liu Haibo (Institutes of Science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ISD), China)

토론자

Panel

김언종 (고려대학교, 한국)

Eon-jong Kim (Korea University, Korea)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한국)

Seung Hwan Kim (POSTECH, Korea)

손화철 (한동대학교, 한국)

Wha-Chul Son (Handong Global University, Korea)

양일모 (서울대학교, 한국)

Ilmo 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주경철 (서울대학교, 한국)

Kyung Chul Jou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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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회사

김 광 억

국적 한국

소속 산동대학교

직함 특임일급교수

연구분야 인류학

이메일 kokim@snu.ac.kr

학력

영국 옥스퍼드대학 사회인류학 석사 및 박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인류학 학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독문학 학사

경력사항

2013-현재: 중국 산동대학 인문사회과학 특임일급교수

2012-2013: 연세대 용재석좌 교수

1980-201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2000-2002: 미국 하버드대학 인류학과 강좌교수

2007-2008: 중국 북경대학 사회학인류학연구소 초빙교수

발표제목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의 인문가치의 새로운 모색: “인간 주체성”의 재인식

발표내용

<21세기인문가치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적실한 가치관과 도덕체계를 모색

하는 대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장이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와 동시에 질주하는 새로운 과

학기술의 거대하고 급진적인 혁명의 물결에 성찰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의생명과학 기술로 대표되는 신과학기술은 인간의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유토피

아적 환상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자신이 발명한 과학과 기술로부터 종속되고 소외됨으로

써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과학기술 중심주의에는 인간의 본성, 인간다움의 의미, 삶

(혹은 산다는 것)의 가치, 인간의 존엄과 그 존엄을 향유하는 안전한 환경이 평가절하 되고 있다

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예컨대 생명공학은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들며, 생명을 둘러싼 신비와 

종교와 문화는 과학기술로써 설명되는 하나의 ‘사물’로 바뀌어 진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그리고 

인간다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덕과 윤리의 새로운 지평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과학이 상호작용의 체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

은 사람 됨(being human)의 의미 혹은 사람다움(human being)의 보장이 과학기술 시대에 어떻

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저간의 논의에서 인간은 소외되어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인 종이 아니라 문화적 존재이므로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 주체성의 확보 속에서 실천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적 적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은 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제적 대화를 통하여 융합적인 해답 즉 궁

극적으로 인간중심의 과학기술 시대를 도모하는 지식의 플렛폼을 구축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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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g Remarks

Kwang Ok Kim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Shandong University

Current Position First-Rank Professor

Area of Expertise Anthropology

Email kokim@snu.ac.kr

Education
Master’s and Ph.D. in Social Anthropology at University of Oxford, UK
Bachelor’s in Cultural Anthrop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helor’s in German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 Experience

2013 – present: First-rank professor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Shandong 
University, China

2012 – 2013: Yongje Distinguished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1980 – 2012: Professor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2002: Lecturer of Anthropology at Harvard University, US
2007 – 2008: Visiting Professor, the Institute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at 

Peking University, China

Presentation Title
Finding a new way to understand the value of humanity during the age of rapid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Rediscovering the “human identity”

Content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seeks to start discussions and find wisdom 
in proper values and moral systems regarding the social changes that humanity faces. 
In an age of materialism, it is important to reflect and respond to the revolutionary 
wave of ever increasing rapid advancements of new scientific technology.
New scientific technologies, most notabl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medical 
sciences, offer the illusion of utopia by allowing human desires to be expanded 
indefinitely, but can also cause a sense of losing one’s identity as a result of 
becoming too dependent and marginalized by the very science and technology 
that man creates. In other words, the hidden, uncomfortable truth is that being so 
centered in science undermines our human nature, the meaning of humanity, the 
value of life (or what it is to live), and human dignity and the safe environment 
that preserves our dignity. 
For example, biomedical science fundamentally changes the value of life and 
death. The mysteries surrounding life, religion and culture, are being transformed 
into “something” that is explained by science and technology. Therefore, new 
grounds of morality and ethics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safety of 
humanity and what it means to be human.
We must move away from an interactive system between humans and science, and 
find a way to become one. That is, we need to think about how we are going to 
find the meaning of being human or what it is to be a human being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ity has been excluded during discussions until now. 
Because humans are not simply a biological slave, but one cultural existence, 
scientific technology must ultimately be realized with human identity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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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Opening Remarks)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의 인문가치의 새로운 모색: 
“인간 주체성”의 재인식

김광억 (Kwang Ok KIM)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학술분과 위원장

(Chair, Academic Committee,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이전의 오랜 문명의 진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
의 문명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예상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은 역사의 축적 과정의 결과이
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축적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만들어내
는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이 요구된다.  

인류 문명의 저 역사를 통털어 살펴 봤을 때 도구와 기술을 발명한 호모사피엔스 출
현의 일차 문명의 진화와 농경의 혁명, 르네상스 혁명, 산업혁명, 사회제도와 정치이념
에 따른 많은 혁명, 제삼의 물결로 설명된 미디어 혁명을 거쳐 이제 신 과학기술로 인
한 사회전반에 걸친 삶의 구조적 혁명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제 하에 논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21세기인문가치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적실한 가치관과 도덕체
계를 모색하는 대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장이다. 우리는 지난 수 천년 간 이루어 왔던 문
명과 사회의 역사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소위 진보와 발전에 비례하여 생겨나는 부
정적인 결과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시대에 적절한 해답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5년간 이 <포럼>의 핵심주제는 과거 수세기에 걸쳐 진행된 기술과 경제의 발전의 

역사는 인류를 결핍으로부터 해방하고 풍요를 향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물질만능주의
와 경제제일주의에 함몰됨으로써 오히려 가치관과 도덕체계가 상실 혹은 파괴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다운 삶과 사회는 황폐되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소통, 
이해, 배려, 나눔, 포용의 미덕을 실천할 윤리와 도덕의 재발굴에 주력하였다. 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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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양의 문명사 특히 유교적 가치와 도덕에 대한 긍정적인 재조명을 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익숙한 서구적 가치와 도덕체계의 현재적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양
적 인본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결정론에 대한 성찰적 대응과 동시에 통제를 넘어 질주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대중화하는, 이전에 경험하던 변화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거대하고 급진적
인 혁명의 물결 앞에서 있음을 발견한다. 디지털,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초연결망, 의
생명 과학기술, 생명공학 등으로 대표되는 신과학과 신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지식과 기술의 획기적인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준다.  새로운 과학기술
은 인간의 유기체적인 제한을 넘어서게 하고 인간의 일을 대체하며 인간을 노동과 시간
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편리하고 풍요로우며 욕망을 다양화하고 충족을 향유케 만
들어 준다. 무엇이든 욕망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환상적인 유토피아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유감스럽
게도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점이 있다. 비
록 겉으로는 진보, 편리, 효율, 증강의 단어로 설명되는 현상들이 인간의 생활 세계에서 
실현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 인간다움의 의미, 삶(혹은 산다는 것)의 가치, 인
간의 존엄과 그 존엄을 향유하는 안전한 환경이 평가절하 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예컨데,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맥락에서는 인간이 담당하
여 왔던 사회적 생산력의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하거나 존엄스런 
영역이라고 자부해 왔던 인간 독점의 “일”을 빼앗긴다. 이는 다만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정체성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이전의 혁명적 발전들은 모두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과 
도구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효과 또는 힘의 발전이었다. 인간은 여전히 그 새로운 기술의 
소유자, 지배자, 선택자, 통제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과 사물(기술)의 차이 혹은 거리
가 없어지게 된다. 인간의 영역과 기술 혹은 인공지능의 영역의 구분,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없어지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 들어가며 나아가서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없어지고 웨어러블 기술이 인간과 기계 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트렌스 휴먼 시대
를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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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주체성과 자율 혹은 관할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과학적 기준과 기
술에 의하여 평가받게 되며 주어지는 기준과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강요받게 된다. 인간
은 자신이 발명한 과학과 기술로부터 소외되고 종속되는 것이다. 심지어 기술이 인간으
로 들어와서 유기체적 존재인가 기계적 존재인가를 논하게 되는 트랜스휴먼시대로 들어
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간 주체성의 상실은 곧 종속과 소외의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예컨대 생명공학 또는 
의생명과학 기술은 인류를 생명과 건강의 제약으로부터 해방 시켜주지만, 동시에 궁극적
으로는 생명, 삶, 죽음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든다. 생명을 둘러싼 
신비와 종교와 문화는 과학과 기술로써 설명되고 선택되는 하나의 ‘사물’로 바뀌어 진다. 
개인은 그러한 과학기술과 직접 거래하여 생명과 관계된 욕망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인간과 그 바깥의 자연과 맺었던 관계로부터 단절하
게 만든다. 사회적 관계나 초인간적인 연(緣)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도전받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인간과 비인간이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 만나던 지난 시대와 달리 그것들
이 하나로 융합되는 포스트 휴먼 심지어 트랜스휴먼의 세계에서는 인간과 사물(기술을 포
함하여)이 격리된 입장에서 관계를 맺고 있던 상태에서 적용되었던 사회적 가치와 윤리 그
리고 도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결국 과학기술과 인간이 그 경계를 넘나들
고 그 둘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과 기능을 가진 인간의 발명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인간 중
심의 그리고 인간다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윤리의 새로운 지평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존엄, 남과의 연대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안전과 존엄이 도모된다는 가르침 혹
은 도덕율은 근본적으로 그 실천적 가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남녀의 성차나 삶의 의미, 
죽음의 심각성 그런 것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개인과 가족의 윤리를 사회의 윤리로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도덕체계로 여기는 기존의 유교적 가치의 프레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이제 가족 사회 국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르게 되
기 때문이다. 아름다움, 선함, 정의, 사람다움 등이 실천되는 문화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
한다면 이제 도덕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완성을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전체의 핵심적
인 문화적 수단으로 강조하여 왔던 유교적 가르침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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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통시대에 대한 낭만주의에 입각하여 신과학기술 시대를 우려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다. 사실 인간과 과학의 관계를 대립과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여하히 상호작용
의 체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전의 
논의에서 문제의 주제는 과학기술을 자원과 수단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접근, 수용, 
사용권이 여하히 분배될 것인가(modes of distribution)에 초점을 맞춘 사회 경제적 계
층론의 맥락이었다. 즉 경제적 또는 정치적 계급과 계층에 따라 신기술의 접근이 차등적
이로 주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기술의 발전은 과연 사회적 질(quality of society)의 향
상에 어떤 타당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 외에도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인간의 위치 자체가 전도되
는 것에 연관된 인간 주체성,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성의 문제이다. 사람 됨(being 
human)의 의미 혹은 사람다움(human being)의 보장이 과학기술 만능시대에 어떻게 이
루어질 것인가? 욕망 혹은 목적 달성의 효과에 가치관을 부여하는 것은 과정의 다양한 
경험에 의미와 값어치를 부여하는 이전의 인문가치가 설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수동성 보다 자율성과 창조적 적응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인간은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생존을 결정짓는 구조적 변화에 다양하게 적응과 타
협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사실은 종종 경제결정론이나 과학기술결정론에 의하여 무시되
어 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살펴 볼 때 저간의 과학기술 시대의 논의는 과학과 기술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질 뿐 인간은 소외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하여 개발되며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과학 기술과 인간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결여된 채 과기 발전을 위한 정치경제적 환경이나 전략과 
정책만이 그리고 그 환상적인 실현의 그림만이 펼쳐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인문
학 분야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냉담하며 인문학자들은 우호적 환상을 가진 몇몇 우호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과기에 대하여 생소하거나 반감을 갖는다. 결국 양자 간의 친밀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물론 과학지식의 사회적 교육이 주장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이 생물
학적 종으로서 취급할 뿐 문화적 종으로서의 인간이 제외된 과학기술론은 어떤 소용이 
있는가를 답하지 못한다.  

한 가지 더 유념할 것이 있다. 과학에 대한 신념 혹은 신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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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마치 절대적 진리로서 모든 것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듯이 여기는 것에 대한 재
고이다. 과학은 인문학적 사고와 문화적 의미와는 다르다. 인문학과 문화는 사람이 행하
는 영역으로서 과학 (객관적이고 인과관계가 딱 들어맞으며 법칙적인 그래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비표준적인 것에 우월하다는)과는 구별된다. 종종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행위 
그리고 과학적 진리가 “인간다움”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을 “비과학적”이며 
그럼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 내지 폭력의 기반으로 오용될 수도 있
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흔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말로써 정당성을 주장
하는데서 보듯이 법적인 정의(법의로 규정한 정의)를 절대적인 가치인양 강조하지만 과연 
인간에게 합당한 정의가 무엇이며 그것의 법적인 실천이 무엇인가가 더 중시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도덕적 판단 혹은 실천의 정당성을 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철학, 유학,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종교학 등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대화를 하여 융합적인 해답 즉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추구하려 한다. 우리가 이번에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의 인문가
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내걸고 학제적 대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조직한 것은 이러한 
배경과 희망에 의해서 이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지혜와 견해를 내어놓고 토론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시대의 인간의 가치를 모색하는 지식의 플렛폼을 구축해 주기를 바
란다. 이 플렛폼에서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다시 만나서 심화된 지혜를 탐구하는 지식
의 향연을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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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과학주의와 인문주의

요약문

인문학적 사유의 모든 과제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문제로 수렴된다. 이 문

제는 본래 규범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실 인식을 목표로 하는 탐구활동인 과학이 답을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사실판단에서부터 규범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이 도출되지는 않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21세기의 과학의 발전은 -특히 뇌과학, 생명공학, AI등 첨단 분야의 발전은

- 인문학의 전통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

람들이 적지 않다. 발표자는 그런 예상을 받침해주는 강경한 과학주의의 논거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전통적인 인문학적의 사유를 

받침해온 인문주의 이념의 문제점도 아울러 조명해보는 시도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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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ll questions tacked by humanistic thinking boil down to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live are we going to live?’ This question inherently belongs to the domain 

of norms, which makes it an inadequate question to be dealt with by science 

based on fact-driven inquires. The reason is that scientific fact finding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judging the validity of norms. Nevertheless, many would 

suggest that scientific advances in the 21st century, particularly in such 

cutting-edge fields as neuroscience, bioengineering and AI, will be able to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s traditionally dealt with by humanities. In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take a critical look at some hard-core 

scientism-based arguments that provide the rationale for such predictions. At that 

same time, I will also touch on problems with humanism that has been the 

anchor for humanistic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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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 인천대 석좌교수)

벌써 한참 전의 일이지만 어떤 토론 모임에서 발제를 맡은 물리학자로부터 현대 물리
학의 세계관이 불교의 세계관에 가깝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모임에서 불교의 세계관이 현대 물리학의 세계관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는 스
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두 발표자는 한 목소리로 불교와 현대 물리학의 상호 유사
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둘 사이의 상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라는 
기왕의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 불교와 현대 물리학이 서로 닮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불교
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체계로 인정되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지식체계로서 현대 
물리학은 그 덕택으로 신뢰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진리는 오직 
과학적 입증 절차를 거쳐야 진리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지, 종교적 통찰의 지지를 받아 
좀 더 공고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상식이다. 과학은 종교
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족적 지식 체계이고 종교는 과학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
는 믿음 체계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비대칭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하겠다. 

이런 인식의 심층을 좀 더 캐 보면 현대인의 머릿속에 과학주의scientism가 얼마나 확
실하게 각인되어 있는지 가늠이 될 것이다. 과학주의는 이 세계에 관한 가장 확실한 지
식은 오직 과학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는 신조를 기본으로 하는 믿음 체계다. 이 신
조 때문에 과학주의는 그 탄생지인 서양에서 일단 기독교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었다. 
과학의 영역에 기독교의 신을 포함해 다른 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일체 배격한다는 내용
의 과학주의의 핵심 신조를 기독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동설을 
종교재판에 회부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기독교는 역사의 흐름을 막을 만한 힘은 갖지 
못했다. 이 재판은 재판정의 판결과 무관하게 기독교의 완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
으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었다. 어쨌든 서양 과학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즈음에 
과학의 권위는 이미 종교가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막강한 것이 되었고 그 권위를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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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주의의 타당성도 사실상 공인되었다. 그럴 즈음에 서양 과학을 접하게 된 우리는 과
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 종교나 이념의 저항도 거
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과학주의의 핵심 신조를 체화體化할 
수 있었다. 우리는 결국 어떤 특정 종교가 현대 물리학적 세계관을 포함해 성현의 좋은 
말씀을 많이 알려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설법의 권위가 과학의 권위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된 것이다. 

그러면 과학이 누리는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실적이다. 과학은 이 세계의 
사실에 대하여 그 어떤 전통 종교나 이념과 같은 믿음 체계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한 설
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설명의 범위도 전 우주까지 더 이상은 없을 만큼 확대해 놓았다. 
뿐 아니라 설명의 내용에 대한 입증(검증 또는 반증) 절차도 확실하게 마련해 놓았다. 
진, 위 판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과학의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표현을 더 이상 시비할 수 없다
는 뜻으로 이해한다. 과학을 진, 위 판정의 최종 심급審級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과학에 대한 신뢰는 나아가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의 성과가 더욱 공고하
게 해준다. 진짜 손에 잡히는 대단한 결과물을 내놓아서 더 말할 것이 없게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과학과 기술의 접목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해 이루어 낸 것은 전대미문의 경이라 할 만한 것들이다. 그것은 하나 같
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들이다. 여기서 그 기적과 같은 성과를 나열
할 필요는 없겠다. 요즈음은 하루가 멀다고 기왕의 기술적 성과와 또 앞으로 달성하게 
될 성과에 대한 찬양을 도처에서 들을 수 있다. 그런 찬양을 자주 듣다 보면 그 정도의 
힘을 발휘했고 또 앞으로도 발휘할 기술에 대해서는 그냥 신뢰를 넘어 거기에 완전히 기
대고 싶은 마음이 될 것도 같다. 과학을 신뢰할 근거로 언급된 과학기술이 그 자체로 믿
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대단한 결과물을 탄생시킨 과학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화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과학주의가 아예 과학을 신처럼 섬기는 종교가 되어 전 인류를 
상대로 왕년의 기독교가 누리던 권위를 한껏 행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 과학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좀 더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살펴보면 그 둘은 서로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성격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될 것이다. 과학은 일차적으로 사실의 인식이라는 이론적 
목표를 추구한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라는 실천적 당위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
러나 우리의 삶을 꾸미는 일에 쓰이는 기술은 그 문제를 건너 뛸 수 없다. 과학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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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제공하는 지식에 기반을 두고 고안된 기술로서 인간의 삶에 봉사하는 실천적 목
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과 당위 또는 규범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만
큼 과학과 과학기술 사이에도 같은 정도의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핵분열의 사실에서 
핵무기 개발과 사용의 당위를 도출하려 드는 것은 소위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로 간주된다. 핵분열의 사실에 관한 지식은 적을 대량 살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가
치판단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과학에 대한 신뢰와 과학기술에 대
한 신뢰가 아무 간극없이 하나로 이어져 단일한 과학주의로 어우러질 수는 없다고 보아
야 한다. 

전통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나 가치판단에 근거한 당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과학이 
아닌 인문학의 과제로 인정되어 왔다. 보통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대충 
규정되기도 하는데, 좀 거칠고 막연한 규정이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인간
이라는 개념이 존재와 당위가 뒤섞여 들어 있는 하이브리드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
다. 가령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라는 흔히 쓰는 표현은 단순한 모순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앞의 ‘인간’은 문제되는 인물이 어쨌든 인간 종에 속한다는 생물학적 사실을 알
리는 말이고, 뒤의 ‘인간’은 당위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의 뜻으로 쓰인 말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을 비롯하여 과학임을 자처하는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는 사실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이해된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사실적인 지
식에 조회하면서 당위로서 달성해야 할 인간의 모습을 주관심사로 삼는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문주의humanism의 이념을 토대로 성립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감추
지 않는다. 과학처럼 가치중립을 표방하지 않는다. 인문주의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지만, 
인간의 또는 인간됨의 특별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핵심으로 하는 이념이라고 하겠다. 그 
가치는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 뜻을 나는 어느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에 갈음하겠다.

신이 물었다, “이 모든 것은 쓸모purpose가 있어야하겠지?”. ‘그럼요” 인간은 
대답했다. “그럼 자네에게 이 모두에게 쓸모를 생각해 주는 일을 맡기겠네.” 신
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가버렸다.1) 

1) “Everything must have a purpose?” asked God. “Certainly,” said man. “Then I leave it to you 
to think of one for all this,” said God. And He went away. (Pigliucci, Massimo. ‘Answers for 
Aristotle: How Science and Philosophy Can Lead Us to A More Meaningful Life’. Basic Books. 
2012, Kindle Edition. 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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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끝으로 인간까지 창조한 뒤 인간에게 건넨 말이다. 여기서 신은 
자연으로 해석해도 상관없다. 또 ‘쓸모’라는 말은 가치 또는 존재이유라는 뜻까지 함축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 모두를 묶어 의미라는 개념과 등치시켜도 좋다. 어쨌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다. 그런 역할을 해
내는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의 쓸모와 가치, 존재 이유다. 그리고 그것은 신이 뜻한 바이
다. 다시 말해 인문주의 이념의 핵심 개념인 인간의 또는 인간됨의 특별한 가치는 우리
가 스스로 만들어 낸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핵분열의 사실은 신의 작품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핵무기 혹은 핵발전소를 만들거나, 아예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사실에 상이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 인간이 어
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결정을 돕기 위해 가치판단과 규범 설정에 관련된 문제를 성찰하여 의견을 내는 것
이 인문학의 과제다. 그 과제의 중요성은 과학기술의 힘이 얼마나 더 커질지 짐작도 하
기 어려운 금세기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나는 멈칫하게 된다.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인문학의 과제도 처
리해주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할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유는 인문학과 그 이념적 토대인 인문주의는 사실과 당위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지만, 당위 또는 규범이 실은 모두 사실적 요소의 특수한 배합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이다. 자연주의적 
오류에 맞서 자연주의적 환원naturalistic reduction을 내세우는 것인데, 그런 주장을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주장이 옳다면 인문학이 관장해온 당위와 규범의 영역은 
이 세계의 사실을 탐구하는 과학의 연구 영역 안에 편입될 것이다. 사실과 당위의 구별
과 관련된 이 문제를 여기서는 길게 논의하지 않겠다. 그 논의는 과학 만능주의적 환원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연해 보여 사실과 당위의 간극이 메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
여주어야 결말이 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환원 프로그램은 아직까
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두 번째 까닭은 첨단 과학기술이 이 세계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인간 자체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사실과 당위의 간극을 
인정하더라도 그 둘은 서로 절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가치의 판단이 사실에서부
터 직접 도출되지 않더라도 사실의 틀이 부과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윤리 일반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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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물학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전제하고 성립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명공학 기술이 인간의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어 놓아 우리가 지
금까지 사실로 알고 있는 인간 조건이 달라지면 인문학의 과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문학의 과제가 어떤 것이 될지는 과학기술이 무엇을 해내는가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
다. 과학기술은 아예 인문학의 과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을 바꾸어 놓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도 있다. 그것이 소위 포스트 휴먼 시대의 특징이 될 가능성
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미래의 그림 자체가 현재의 인문학의 절실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거기
에 대해서는 커즈와일R. Kurzweil처럼 인공지능에게 안심하고 미래를 맡길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다. 이 시점에서 미래에 생길 일 전부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미래에 생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현재의 지능보다 훨씬 
더 높아진 미래의 지능 수준에서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지능폭발을 통해 인간을 넘어 거의 신적인 수준의 초지능이 출현할 수도 있는데 
꼭 현재 수준의 지능으로 완전한 답을 찾으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귀에 이 
말은 현재 인간의 특별한 가치에 집착하는 인문주의의 지평을 벗어나 미래까지 시야에 
담을 수 있는 과학주의로 전향하라는 권고로 들릴 수도 있다. 이 권고에 대한 여러분들
의 의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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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감사(監査)에 대한 반대 : 가치의 오용 및 지식의 오인

발표내용

모든 형태의 가치를 수치로 평가하는 감사(현재 인류학자들은 “감사문화”라고 부른다)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치와 지식 모두에 대하여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품질을 평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로 세계화한 감사문화는 모든 형태의 가치를 오직 경제

적인 가치로만 평가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일상적인 윤리적 사고는 희생한 채로 관료적 지

배를 강화한다. 평가는 학술활동을 포함한 모든 지식생산의 필수적 부분이지만, 오직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감사문화의 지배 하에서는 진실이 훼손되게 되므로 지적인 삶과 윤리적 책임

의 핵심이 손상될 수 있는 위협적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전세계적 현상이 초래하는 위험

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좀 더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평가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배경으로 여러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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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
Against the Audit: The Misappropriation of Value and the Misrecognition of 

Knowledge

Content

The reduction of all forms of value to a numerical audit (now known by 

anthropologists as “audit culture”) is perhaps the single greatest threat to both 

value and knowledge in the world today.  Globalized as a supposedly rational 

device for assessing quality and securing fairness, audit culture reduces all forms 

of value to a single, economistic device, reinforcing bureaucratic dominance at the 

expense of creative thought and the testing of ethical concerns in daily practice.  

Evaluation is a necessary part of all knowledge production, including academic 

work, but its misrepresentation through the reductionist techniques of the audit 

culture threatens to undermine the very core of intellectual life and of ethical 

responsibility. Examples will be provided from contemporary contexts both to 

illustrate the dangers posed by this global phenomenon and to suggest alternative 

paths to a more humane and socially responsible idiom of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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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査)에 대한 반대: 가치의 오용 및 지식의 오인

마이클 허츠펠드 (하버드대학교)

한국 안동에서 2019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될 “4차 산업혁명시대 포용적 인문 가치” 
포럼에서 발표될 논문이며 본 내용은 참가자 배포용이며 저자의 수기 또는 인쇄된 허가 없이 

인용, 재인쇄 또는 발췌할 수 없음. 

모든 형태의 가치를 수치적인 감사로 축소하는 것은 오늘 날의 세계의 가치 및 지식 
모두에 가장 큰 위협일 수 있다. 수치적 감사는 가장 정확한 지식의 형태가 열거라고 가
정할 뿐 아니라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의식을 윤리적 평가와는 거의 관
계가 없는 수치적 “평가”로 대체하게 하여 부르디외(Bourdieu, 1977년)가 이야기한 “경
제주의”가 서서히 우리의 도덕적인 삶 전체를 침범하도록 한다.  

인류학자에게 선험적인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없으나, 조사를 해보면 선험적인 보편적 
가치를 믿는 일부 인류학자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 같은 세
계화 시대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가장 큰 난제는 두 사회에서 동
일한 가치를 띄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 서로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러
한 해석의 문제는 책임, 존엄성, 그리고 “가치”라는 용어 자체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적
용성의 기운이 더해진 용어들을 볼 때 더 큰 문제가 된다. 인간 존엄성의 권리는 일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에 드러나 있으며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지붕을 가질 수 있
는 권리 거주권을 암시하는 것으로 더 빛을 발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윤리 지도를 
자신들의 편의와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편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으로 이 보편성을 해
석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다. 이와 같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좌식 생활을 거부하는 
로마, 신티, 그리고 그 외 국가의 여행자들에게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지붕”이란 카라반
과 같이 이동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라울 정도의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료들이 정한 “정해진 주소가 있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모욕이다. 그
러나 시민들이 가정에 대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 정부
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대거 퇴거를 촉발할 때가 많은 “불법 
거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하향식 계획 프로세스를 방해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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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으로 명료해 보였던 “존엄성” 및 “권리”와 같은 표현들은 심각한 해석의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다른 문맥에서 아사드(Asad, 1986년)가 지적한 것처럼 해석은 
불평등이나 비교불가능성을 수반하며 이는 국가의 강력한 힘이 권리와 품위에 대한 지역
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에 대한 담론적 권력은 강제력을 갖는다.  
“책임”에 대한 대화보다 명확한 것은 없다. 보편적인 용어로 개념으로서의 책임을 정의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책임 회피 수단에는 무엇이 있
는지 대한 의문은 커다란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있다.  세계적인 담론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경제 및 사회적 권력과 이를 실
행하고 강화하려는 전세계를 뒤덮을 위협을 갖는 거대한 불평등이라는 치명적 무기를 만
들어낸다. 실제로 요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책임화”라고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이 도덕적 담론을 이용하여 윤리에서뿐 아니라 경제
에서도 자신들이 정한 규범 준수를 강요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책임화”는 개인이 본인의 상태를 책임지도록 하는 전략이다(게르손, 2011년). 이것은 
중앙 은행 총재들(홈즈, 2013년)이 동맹들에 대해 자기 충족적 경제 예측을 하는 것과 
같이, 사회 또는 경제적 실패로 간주되는 주체가 자신의 상태에 책임을 지도록 효과적으
로 선언하는 집단 수행적 발화이다.  이는 요즘 세상의 불안정성 확장에 효과적인 수단
이 된다.  고용 안정과 사회적 존중을 기대했던 사람들 중, 저명한 젊은 학자들은 더 이
상 사회적 구분에 기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으며, 뻔한 인맥과 고용 계약을 쫓는 인생과 
신자유주의 패권에 대한 저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
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컨설턴트”가 희석해버린 실제 전문성과 현재의 포퓰리스
트 공격, 또 어떤 전문성도 갖지 않은 사람들(예: 카봇, 2019년)은 지식 통제를 위한 악
의적인 노력이 있다는 사실과 신자유주의자들이 결과적 비판에 자신들을 노출 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식을 폄하하는 것을 유리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리가 권
위주의의 도구로 사용되면 윤리적인 것은 남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진실성”(항상 어려운 제안 [로빈스와 럼지,2008년])의 증거를 위한 가치 
수사법이 아닌 지수의 용도를 알려주는 사용의 모순을 위한 가치 수사법을 항상 확인해
야 한다. 특히, 수사적 장치인 운율의 무책임한 사용으로 “전문성”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
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특정의 “상식”의 세계화를 보고 있다. 이것은 보
편주의의 주장과는 반대로 특수한 역사 및 문화적 근원이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생각의 
소비지상주의이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설문지를 통해 거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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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문지에 응답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전제에 반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시장 조사의 환원주의는 더 놀랍
다. 입국심사대를 통과 시 직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버튼을 누르라고 요
구 받는다. 손을 씻고 나서 다시 같은 요구를 받는다. 이 통계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
디에 사용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인격성을 배제하고 직원 평가의 가치를 
낮추는 장치일 뿐일까?

“감사 문화”라는 용어는 등급에 관심을 갖는 사회 복지 및 교육 관료들이 증가하는 이
유가 궁금했던 쇼어와 라이트(Shore and Wright, 1999년, 2015년)의 연구에 의해 민족
지학적 힘을 얻게 되었다(브레나이스, 쇼어, 라이트 2005년, 스트라턴 1996년~97년, 
2000년 참조). 해당 연구 및 타 연구들에 따르면 감사 문화는 명확한 의사 결정을 촉진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정치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답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에 있다.  사람들에 대한 비난 방식은 어떤 특정 문화
적 기대로 결정될까?  예를 들어 유혈 복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유목 사회에서는(헤르츠
펠드, 1985년) 타인의 죽음에 대한 책망을 받는 남성이 보복 살인을 당할 수 있다.  그
의 동기는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가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특히 중요하지 않
다.  범죄의 경중과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의 재판소에서
는 사정이 다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책임”과 같은 개념을 명료한 것으로 쉽게 생각한
다. 이 거짓된 명료함은 기업의 욕심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실패로 희생된 사람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책임화”할 수 있게 한다. 감사 문화의 높은 명성은 이제 문화적 특수
성이 거버넌스와는 관계가 없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감사 문화는 단순히 그 자체가 호소력이 있다. 감사 문화는 모범 사례와 굿 거버넌스
라는 미사여구를 제공하고 그 미사여구를 비판적 검토로부터 보호한다. 회계법의 외부 
효과를 다루는 행정가들에게 교수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학에서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비용 지불 증거로서의 탑승권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
았을 때, 우리는 정당화된 규정의 강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단속 대상이 
존재하는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탑승권을 구할수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지 않고도 탑승
권을 인쇄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으면 환불을 받
으려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탑승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도 믿지 못하는지 우리는 자
문해야 한다. 

윤리의 이름으로, 연구 “대상”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연구원의 개인적 책임은 무시하고 
심각한 신뢰 하락을 나타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책임은 상호 반응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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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이다.  책임화의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개인 책임의 소멸, 그 중 가장 중요한 신뢰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또한, 사회 과학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특징 짓기 위
해 설계된 절차에 비윤리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문제의 요점
은 이렇다. 특정한 종교적 전통에서의 평화에 대한 윤리 수사는 권위적 담론을(스미스, 
2007년 참조) 논쟁 이상의 것으로 선언하여 단순한 권한 부여 장치의 무력에 의한 철저
한 비윤리적 행위를 낳을 수 있다. 저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자면, 인류학
자들은 윤리적 규범으로 표현되는 것들에 점점 더 시달리고 있다(윈 2014년, 데 코닝, 
마이어, 무어스, 펠스 2019년 참조). 하지만 윤리는 지시할 수 없는 것이다.  광신도들을 
상대로 성서의 담론이 폭력에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윤리적 확률의 
새로운 중재자를 찾으면서 비윤리적으로 보이지 않기는 어렵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담론의 세계를 바로 잡았다.)  이런 저항은 그 자체로 윤리적 성찰과 판단의 문제가 되는 
우리의 신념에 대한 용기를 요구한다.

윤리는 대행 기관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 대학들은 학문적 자유와 국경을 
초월한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기본 원칙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대신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공동 책임과 같은 윤리적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통제하
고 있다.  이들의 통제는 양심과 직접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중 벌어진 행위에 대한 결
과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 개인 학자의 개인 책임 윤리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윤리적 헌신을 박탈하는 것은 순수 측정 기준(등급, 영향 요소 등)이 심
사 대상의 장학금을 검토하고 해당 업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 검토 대상으로 하
고자 하는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대체한 것과 비슷하다. 특히 이 과정이 갖는 유
해한 영향 중 하나는 가장 정성적인 연구 분야조차도 자연 과학의 기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도서들은 인용 색인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된다.  

이 마지막 요지는 감사 문화에서 단순성 자체가 어떻게 윤리적 선이 되는지 보여준다. 
감사 문화는 모든 형태의 가치를 단일의 경제학적 도구로 축소하여 관료적이고 지적인 타
성을 강화한다. 모든 지식 생산에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감사 문화의 축소 
기술을 통한 잘못된 표현은 지적 생활과 윤리적 책임의 핵심을 저해하는 위협이 된다. 

인류의 삶은 간단하지도 명료하지도 않다. 거짓된 담론은 윤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
가 아닌 실제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윤리적 생활의 개념과 상충하는 거
버넌스의 방법을 만들고 시행했다. 이 담론들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업신여기고 모욕
을 주는 도덕성을 지지하며 코딩 시스템을 인생 경험으로 착각한다. 이를 막을 수도 없
으면서 인류의 삶에서 책임, 윤리, 가치에 대해선 어떻게 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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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Audit: The Misappropriation of Value 
and the Misrecognition of Knowledge

Michael Herzfeld (Harvard University)

Paper to be delivered at the conference on “Inclusive Human Values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5-7 September 2019, in Andong, Republic of Korea.  This text is intended only for circulation to 

participants and should not be cited, reprinted, quoted, or excerpted without the explicit written or printed 
permission of the author.

The reduction of all forms of value to a numerical audit is perhaps the single 

greatest threat to both value and knowledge in the world today.  Not only does it assume 

that enumeration is the most accurate form of knowledge, but it allows a creeping 

“economism,” as Bourdieu (1977) has called it, to invade entire areas of our moral life, 

replacing a personally responsible attitude of care for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with 

a numerical “assessment” that in reality has little at all to do with ethical evaluation.  

For anthropologists, there are no a priori universal values, though some may, on 

inspection, turn out to have a wide distribution or even, in this globalizing age, to be 

generally accepted.  A major difficulty is that what may superficially appear to be the 

same value in two societies turns out to have very different consequences in each.  This 

problem of translation is all the more problematic when we turn to a host of terms that 

have been given the aura of general and universal applicability: responsibility, dignity, even 

the term “value” itself.  The right to human dignity, for example, appears in the 

constitutions of most nation-states today, and is usually further glossed as implying the right 

to habitation – to a roof over one’s head.  Yet we see immediately that nation-states 

interpret this alleged universality as a license to redraw the ethical map to suit their 

convenience and ideology.  Thus, in Europe many nation-states show a remarkable 

intolerance of the refusal of Roma, Sinti, and other Travelers to accept a sedentary lifestyle, 

failing to recognize that for them a “roof over their heads” may be a decidedly peripat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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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 a caravan, for instance – and thus an affront to the bureaucrats’ definition of the 

same term as “having a fixed address.”  But even when citizens embrace the idea of a 

home-place, governments at national and municipal levels all too frequently dismiss those 

who have not paid their rents or otherwise disrupt the top-down planning process as 

“squatters,” a term that frequently also leads to mass evictions.  So terms like “dignity” 

and “rights,” which initially seemed conceptually straightforward, turn out to represent a 

massive problem of translation – and, as Asad (1986) has pointed out in a very different 

context, translation often entails inequality or incommensurability, which in this case means 

that the massive power of the state overcomes local understandings of entitlement and 

decency.

The discursive power over definition has coercive force.  Nowhere is this clearer 

than in talk about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as a concept may be relatively easy to 

define in more or less universal terms.  But questions of who takes responsibility toward 

whom,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with what devices for evading their own 

responsibility is subject to enormous cultural variation, and trying to develop a global 

discourse about responsibility not only papers over this variation but also furnishes 

unchecked economic and social power with a deadly weapon that serves to reinforce – or, 

indeed, to enforce – the huge inequalities that threaten to engulf our world.  Indeed, a key 

feature of the neoliberal program is what is now sometimes called “responsibilization.”  

And it is here, perhaps more than anywhere else, that we see how easily states and 

corporations can seize the ethical discourse and use it to coerce compliance, not with 

ethics, but with economics.

“Responsibilization” is the strategy of making individuals responsible for their own 

condition (Gershon 2011).  Rather like the self-fulfilling economic predictions of their allies 

the central bankers (Holmes 2013), it is a collective performative utterance that effectively 

declares those who are seen as social or economic failures to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condition.  That this is an effective device can be seen in the expansion of precarity in 

today’s world.  People who used to expect job security and social respect, young academics 

prominent among them, are now finding that they can no longer count on such social 

distinction, and must instead either scrabble for increasingly threadbare fellowships and term 

contracts or give up on the one profession that perhaps might offer a credible resista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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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gemony of neoliberalism.  This is not coincidental. The current populist attack on 

expertise, along with the dilution of real expertise by “consultants” and others who in fact 

do not possess such expertise at all (see, e.g., Cabot 2019), shows that there is a vicious 

struggle for the control of knowledge and that neoliberal operators find it advantageous to 

disparage any form of knowledge that would expose them to consequential critique.  When 

ethics becomes a tool of authoritarianism, nothing ethical is left.

Consequently, we must always inspect the rhetoric of value, not for evidence of 

“sincerity” (a difficult proposition at any time [Robbins and Rumsey 2008]), but for 

inconsistencies of use that would tell us what its exponents were using it for.  In 

particular, metrics are rhetorical devices and their irresponsible use has gained “expertise” a 

bad reputation.  What we are seeing today is a globalization of a certain kind of “common 

sense” – one that, contrary to its claims of universalism, has very specific historical and 

cultural origins.  It is, so to speak, a consumerism of the mind.  As more and more 

countries adopt massive data collection efforts, usual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questionnaires, few risk challenging the underlying assumptions even though they know that 

people often lie in response to questionnaires.  The reductionism of market research is 

especially astonishing.  When you pass through an immigration line, you are asked to press 

a button (one of four or five) indicat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you experienced with the 

officer’s behavior.  After washing your hands, you are asked to do the same.  Where do 

these statistics go?  What are they used for?  Or are they simply a device to depersonalize 

and even devalue evaluation itself?

The term “audit culture” acquired grounded ethnographic force in the work of Shore 

and Wright (1999, 2015), who were interested in why social-service and education 

bureaucrats were increasingly focusing on rankings (see also Brenneis, Shore, and Wright 

2005; Strathern 1996-97, 2000).  These and other studies revealed that audit culture does 

not promote clarity in decision-making but obfuscates the underlying politics.  

The answer lies in sensitivity to cultural difference.  What culturally specific 

expectations determine how people are blamed?  In pastoral societies in which the blood 

feud still exists (see Herzfeld 1985), for example, a man may be blamed for another’s 

death and be killed in revenge; his motivations – especially in a society where it is usually 

assumed that we cannot read others’ minds – are irrelevant.  Not so in a British 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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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where motivation is considered vital to determining the gravity of the offense and 

therefore also of the punishment.  Yet people now too easily assume that a concept like 

“responsibility” is crystal-clear. This false clarity enables neoliberal operators to 

“responsibilize” the victims of corporate greed and government social-service failure.  The 

very prominence of audit culture creates the misleading impression that cultural specificity 

is now irrelevant to governance.  

Audit culture simplifies; this is its appeal.  It feeds a rhetoric of best practices and 

good governance and protects that rhetoric from critical examination.  What are we to 

make, in our own universities, of practices that show that, for administrators dealing with 

the externalities of fiscal law, professors are simply not to be trusted?  When we are asked 

to provide boarding passes as evidence of having paid our own fares, we see the heavy 

hand of self-justifying regulation.  But is anything really being regulated?  Boarding passes 

can now be obtained on line, so one could easily print them out without ever traveling.  

More important, perhaps, we must ask what kind of institution is so distrustful that it 

cannot rely on its own members to assert – responsibly – the attendance of those expecting 

reimbursement.  

In the name of ethics, too, a system representing a serious loss of trust has been 

put in place, ignoring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researcher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researcher’s “subjects.”  But responsibility is a social value: one responds 

to another.  There is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neoliberal strategy of 

responsibilization and the erasure of personal responsibility, and, above all, trust.  

Moreover, while it may seem strange to attribute an unethical stance to a procedure 

designed to characterize an ethical approach to social science, this is just the point at issue:  

the rhetoric of ethics, like the rhetoric of peace in certain religious traditions, can produce 

thoroughly unethical actions by dint of the simple device of empowerment through 

declaring an authoritative discourse (cf. Smith 2007) as beyond argument.   Anthropologists, 

to address the case I know best, are finding themselves increasingly harassed by what are 

presented as ethical rules (see, e.g., Wynn 2014, de Koning, Meyer, Moors, and Pels 2019).  

 But ethics cannot be prescribed.  It is hard to argue with a religious fanatic claiming 

scriptural discourse as the authorizing basis of violence; it is hard to take on the new 

arbiters of ethical probity without seeming – for so they have fixed the discursiv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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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which we operate – without seeming unethical.  Such resistance calls for the 

courage of our convictions – itself, surely, a matter for ethical introspection and judgment.

Ethics requires the exercise of agency.  Instead of unequivocally suppor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cademic freedom and of the free flow of knowledge across 

national borders, however, neoliberal universities are reining in research on human 

populations in the name of such ethical principles as data protection, privac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They do so without regard for the agentive, personally responsible ethics of 

the individual scholar who is willing to face the consequences of actions performed during 

research on the basis of conscience and direct knowledge. 

Such stripping down of personal ethical commitment is analogous to the way in 

which purely metrical criteria (rankings, impact factors, and so on) have replaced an ethical 

and responsible commitment to reading the scholarship of those being judged and subjecting 

those responsible for this task to external review as well.  One especially pernicious effect 

of this process has been the reduction of even the most qualitative of research areas to the 

criteria of the natural sciences: books are ignored because they cannot be assessed in terms 

of citation indexes.

This last point illustrates how, in the audit culture, simplicity itself becomes an 

ethical good.  Audit culture reduces all forms of value to a single, economistic device, 

reinforcing bureaucratic and intellectual inertia.  Evaluation is a necessary part of all 

knowledge production, but its misrepresentation through the reductionist techniques of the 

audit culture threatens to undermine the very core of intellectual life and of ethical 

responsibility.

Human life is neither simple nor tidy.  Discourses that pretend otherwise have used 

the language of ethics to construct and enforce methods of governance that conflict with 

concepts of the ethical life entertained by those to whose language, but not to whose actual 

ideas, they appeal.  They mistake a coding system for lived experience, endorsing a 

morality that enslaves, belittles, and humiliates human beings.  If we allow that to happen, 

how can we then speak of responsibility, ethics, and value in hu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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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18세기 산업혁명은 서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끼쳤다. 따라서 과학지

식이 생산활동에 목적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19세기 과학기술혁명,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20세기 정보혁명, 그리고 기술융합이 주도하는 최근의 기술사회적 변혁이 차수를 달리하는 

산업혁명의 후속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생각하는 기계의 출현’이라

는 점에서 이전 세 차례 산업혁명과 변별된다. 유일한 사유적 존재로 인정받아온 인간이 인공

지능이 내장된 새로운 사유적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문명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유 주체로서의 인간과 사물이 서로 순치적으로 결합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인류사

회의 향방을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인지적 능력은 물론 

감성이나 체감 기능까지 갖춰가는 신(新) 기술의 도전과 그에 대한 인문학적 응전을 집중적으

로 논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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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사회: 
신기술의 도전과 인문학적 응전

김문조 (Kim,� Mun� Cho)

1.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인식적 현황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산업혁명, 즉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발원한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 점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농업혁명 및 정
보혁명과 더불어 산업혁명을 문명사의 3대 사건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로도 여실히 입증
되는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그 이후의 기술사회적 변혁에 관한 설명에서 즐
겨 사용되어 왔다. 

비판적 노동연구가 해리 브래이버만은 과학지식을 생산활동에 목적적・체계적으로 활
용해 기술자본주의를 형성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의 과학기술혁명(Scientific Technological 
Revolution)을 재2의 산업혁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
아피도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대체해가는 요즘 시기를 증기기관이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대체한 원조 산업혁명의 뉴 버전인 ‘제2의 기계시대’로 규정한다. 한편, 
대니얼 벨을 위시한 대다수 정보사회론자들도 디지털 기술이 주도한 정보통신혁명을 새
로운 산업혁명으로 지정해 왔는데,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가 
제기한 제4차 산업혁명론은 그 외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슈바프는 증기기관 및 철도의 등장과 더불어 기계제대공업이 융기한 시대를 제1차 산
업혁명기, 과학적 관리기법과 조립라인을 통해 대량생산체제가 구축된 시기를 제2차 산
업혁명기,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 유연생산체제가 확립된 시기를 제3차 산업혁명기, 그리
고 지능정보기술이 주도하는 맞춤형생산체제가 등장한 현 시점을 제4차 산업혁명기의 기
점으로 간주한다. 기술자본주의의 영향 대신 공정 혁신을 통한 대량생산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지능정보화를 기존 정보화 과정의 후속 단계로 신설한 ‘제4차 산업혁명론’에 
대해서는 세계 도처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제4차 산업혁명론이 다보스포럼의 창
립자 자신이 작심하고 제기한 논제이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그것이 지구 차원의 구
조적 불황을 초극하고자 하는 집합적 열망이나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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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아직 시론적 수준을 맴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진적 발전이나 성장을 전제로 하는 기술경제적 부문에 시야가 한정되어, 향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본원적 문제점들이 온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깊이 있
고 균형적인 논의를 결여한 채 하이퍼사이클의 기대과잉 단계에 머물고 있는 4차 산업혁
명론은 현실적 난관 극복을 위한 유토피아적 이상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기술, 경제, 직업, 교육, 생애과정 등 그간 4차 산업사회론자들
이 집중적으로 거론해 온 논점들을 간략히 개관한 후, 수동적 기술이 능동적 기술로 바
뀌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에 예견되는 보다 심각한 쟁점들을 ‘주체 상실,’ ‘사생활 개
입,’ ‘정보 박약’ 및 ‘정보 괴물’이라는 주제 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
의로부터 도구(tool) 수준을 넘어 작인(agent)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신기술이 인류사회에 
가하는 도전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재고한 후, 대응 방안을 탐지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논제 

ICBM으로 통칭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및 모바일(Mobile), 여기에 생명공학이나 감지 기술 등이 가세해 “시키는 대로 움
직이던”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
대를 특징짓는 기술적 정경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 집적도의 향상으로 중후장대(重厚長
大)한 기술로부터 경박단소(輕薄短小)한 기술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세계의 변혁으로 직업세계도 급변해 “뜨는 직업”과 “지는 직업”에 관한 예
상이 국내외에서 성행하고 있다. 단순조작형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전
문직 일자리가 살아남을 것이되, 지능형 기술의 확산으로 직업적 수요 자체가 감축될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직업 동기도 사명에서 욕구로 바뀌며, 직업활동의 목표도 보
수, 권력, 명예와 같은 외적 보상을 넘어 만족, 행복, 충만감과 같은 내적 가치가 중시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에 따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어 (1) 교육방법에 있어서
는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 교육, (2) 교육내용 면으로는 지식축적형 교육에서 문제해결
형 교육, (3) 교육체제도 구획형 계열 교육에서 융합형 횡단교육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정주형 삶에서 유목적 삶, 단선적 경력에서 복선형 경력이 선
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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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쟁점들

상황 인지, 상황 판단, 상황 대처 기술의 개발과 함께 착용 컴퓨팅 및 생애기록
(life-logging) 기술의 진전으로 나보다 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지닌 가상적 주체가 축조
됨으로써 소외를 넘어선 ‘인간성 상실’의 위기가 고조될 예상이다. 또 통상적 전자감시에
서 조작적 감시로의 기술적 진화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사생활 개입’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 요소로 대두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사회불평등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정보격차도 체화적 형태
로 진전하리라 예견된다. 요컨대 접근격차・활용격차・수용격차의 수준에 그치던 기존 
정보격차를 넘어 관심격차・의식격차・욕구격차와 같은 ‘정보박약’이라는 회복 불가한 격
차가 체화할 소지가 커지게 된다. 또 기술발달이 (1) 도구적 기술에서 실행적 기술로, (2) 
단순반복적 실행에서 자기규제적 실행으로 (3) 자기규제적 행위에서 자기구상적 행위로 
진전됨으로써 기술체계가 인간주도적 형태에서 만물주도적 형태로 바뀌어, 그것이 단순
한 위험의 인프라가 아닌 위험 주관자로서의 ‘정보괴물’로 발돋움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
다. 지능정보 기술이 풍미할 4차 산업혁명 사대에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3차 산업
혁명기에 해당하는 정보사회의 그것과 대비시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차 산업혁명기 (정보사회) 제4차 산업혁명기 (지능정보사회)
인간 소외 (Human Alienation) 인간성 상실 (Loss of Humanity)
사생활 침해 (Privacy Invasion) 사생활 개입 (Privacy Intervention)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정보박약 (Digital Retard)
정보재해 (Information Risk) 정보괴물 (Information Monster)

4. 새로운 과제의 기본 속성 

제4차 산업혁명기의 시대적 특성은 “생각하는 기계의 출현”이라는 언표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기계란 사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사물을 통칭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계의 출현은 곧 “사물의 인간화”를 뜻한다. 기계인간은 “인간의 
사물화”라는 역방향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과 사물이 서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거나 결합하느냐 따라 향방을 달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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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즉 인류 문명의 기로는 인간-사물 간의 관계성에 달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결과 
사물의 자기조직적 역량을 전제로 인간 본연의 심성을 넘어선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을 상정하는 신(新)유물론이 풍미할 것으로 본다. 

물질이 능동적, 자기창조적, 생산적 역능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신유물론은 생기론
(vitalism)적 물질관에 입각해 새로운 행위론을 제안한다. 유기체나 무기체를 막론한 모든 것
들을 물질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유물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관계망 속의 물질들이 저
마다 행위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행위자를 “인간이나 비인간을 막론한 특정 행위에 가담
하는 모든 실체들”로 간주하는 행위자연결망이론가들의 입장과도 상통하는 이러한 견해는 현
생 인류와 다른 새로운 종의 인간의 출현을 상정하는 포스트휴먼론으로 귀착된다. 

5. 대응 

포스트휴먼 상상계에서는 종전의 인간중심적 관점을 넘어 인간-사물의 합종연횡을 상정하
는 발상적 대전환이 요구된다. 인간은 태생적인 유기체적 능력을 발휘하는 특권적 존재가 아
니라 특정 연결망에 의해 구성-재구성되는 행위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사물 역시 주어
진 속성에 머무른 채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 연결망 상태와의 번역 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과 사물, 사회와 자
연 간의 이분법이 을 벗어나 만물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반적 주체가 되는 새로운 문명 단계
가 본격화하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진정한 나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정체성 위기는 물론 
외계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함으로써 자신이 생성한 사물에 휘둘릴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단순
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인본적 가치를 담지한 인문학적 대응이 절실한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다. 

신기술 하이프사이클의 길목에 빼곡히 들어찬 새로운 첨단기술들은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
을 끼치고 있는가? 질주하는 기술혁신의 와중에 그것이 영물이나 괴물로 변신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인간-사회의 앙상블에 의거한 ‘인본적 기술사회구성체(technological 
social formation)’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일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연지능을 넘어서는 특이
점이 다가온다는 언설이 확산되는 오늘날의 긴요한 과업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포스트휴머니
즘 담론이 교차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촉발하는 논제는 생명체 진화론 원리를 인
공물을 위시한 사물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화론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작업이다. 

생명체에 관한 다윈의 진화론을 인공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존 지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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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an)이 선도해 왔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지만은 다음 세 가지 차이를 제기한 바 있다. 
첫째, 생물의 진화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지만, 인공물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인공물에는 생명체의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가 없다. 셋째, 생명체는 직계존
속으로부터만 형질을 이어받는데 인공물은 다양한 선조로부터의 재조합이 이루어진다. 이러
한 물음을 답하기 위해 생물학, 물리학, 사회학 등 여려 분야의 학자들이 학제적 연구를 진
행하여 진화론의 응용 가능성을 탐지해 왔는데, 아직 명시적 결과는 얻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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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물화세계와 신이 죽은 세계에서의 의미세계 재구성

발표내용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려면 두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형이상학적 방법으로 주장되어 

온 ‘신’과 그의 왕국이 상징하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가치가 붕괴에 임박했거나 이미 붕괴했다

는 문제이다. 이는 우리 사고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다. 니체에 따르면 우리는 영원하

고 전지한 신의 이름으로 문제를 생각할 수 없으며 인식적, 자연적, 본능적 인간의 관점을 통

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니체가 죽은 신을 대신하고 진정한 숭고함을 심기 위해 수

퍼맨을 사용했을 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여러 소설을 써서 수퍼맨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법적 경계를 깰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경우, 

신은 죽을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동아시아의 전통에 서구의 신은 없다. 하지만 비록 서양식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증명되

지 않았고 현대화의 물결 속에 여전히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숭고하고 신

성한 문화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전통적 신의 죽음은 새로운 신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신은 누구인가? 그것은 니힐리즘을 초래할 사탄, 아니면 AI와 같은 것이 만들

어 낼 존재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마르크스부터 루카치로의 물화이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세상은 점점 더 물화

의 세계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해 준다. 우리는 물화 제도를 제쳐 두고 인도주의적 세계에서 

의미 있는 제도를 건설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 효율과 사회적 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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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위해, 엄격하고 상징적인 표준화, 합리화, 관례화의 상징으로서의 물화는 점점 더 높아만 가며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지배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다. 현대 사회는 점점 표준화, 

합리화, 엄격화, 상징화되어 간다. 이는 경제 사회학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물화는 

현대 경제의 체계화된 작용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가장 우선적이고 경제적인 사실이다. 또한, 

얼마나 즉각적으로 실재가 추상적 실재에 의해 대체되고 어떻게 후자의 복잡화와 합리화가 

존재를 분절 시키고 경직되고 타성에 젖은 제도의 패턴으로 변하는지를 묘사한다. 마지막으

로, 물화는 스스로의 자유, 존엄, 자율을 박탈하는 사물화와 실재의 지배를 가리킨다. 물화의 

의미를 경제, 사회, 문화적 사상을 결합하는 종합적 접근법을 통해 재검토하고, 마르크스(자본

론 시대 바로 그 마르크스)의 길을, 특히 비교적 단면적인 문화적 철학의 관점을 옹호하는 기

류가 일방적이고 왜곡을 낳는 위험한 입장을 만들어 낼 때 루카치의 설명을 따르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하지만 루카치 이후 일부 서양 마르크스주의 자들은 이 물화 제도를 제쳐 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점점 더 좁아지는 인본주의적 세계에서 그들은 단지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인간의 

중요성과 가치를 논하고 생각한다. 루카치는 일반론에 대해 많이 말하지만 실제 그는 물화 세

계와 관련 없는 인본주의적이고 미적인 세계가 있는 한 일반론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심지어 

물화 세계를 없애길 원한다. 그 뿐 아니라 루카치는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수립

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단순한 이분법적 모델을 사용한다. 의미 있는 세계를 

그런 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신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세계의 의미와 가치 재건을 고려해야 한다. 니체와 루카치 사

이엔 유사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 방식이 존재한다. 경제와 정치를 제쳐 두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세계의 재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물화 세

계와 의미 세계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해결책은 반드

시 버려져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물화세계의 조정이야 말로 세계를 적극적으로 재건할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우리는 포괄적인 교육을 개발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

육은 의미 있는 가치 세계 재건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교육 지성인을 양성한다.

세 번째, 다주체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인류는 현대 기술 세계와 물화 세계의 건설과 개

발에 동참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에 통합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의미 있는 세계를 재건하는 것은 규율과 지식의 시야를 확대하고 참여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 방법을 통해서만 숭고한 의미와 가치의 새로운 세계가 신이 

죽은 물화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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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 To Reconstruct the Meaningfulness in a world of the Reification and the Death of God

Content

To think about human being’s meaning based on modern society, there are two question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irst one is the problem of “the death of God” from Nietzsche to Dostoyevsky, which 

indicates that ‘the God’ which was argued in the traditional western metaphysical way and 

the transcendent, sacred value kingdom represented by him are about to collapse or 

have collapsed. This leads to a fundamental change of the way we think: according to 

Nietzsche, we could not think of the facing problem in the name of the eternal, omniscient 

God, but from the perspective of perceptual, natural, instinctive human beings. However, 

when Nietzsche used superman to replace the dead God and to radicate the true 

sublime, and noble value of superman Dostoevsky writed many novels to remind us that it 

is possible for superman to break the moral and legal boundaries to maximize his own 

interest. For Dostoevsky，God couldn’t die and must be preserved in certain way.

Of course, there is no western God in the tradition of east Asia, but we still have a 

system of high, sacred cultural values, though it is not proved in western way of 

metaphysics, and which is still marginalized with the worldwide spread of modernization. 

The traditional God’s death may lead to the new God’s birth. However, who is the new 

God? It is the devil who is likely to result in nihilism, or the one who results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or something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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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nother is the problem of reification from Marx to Lukacs. The problem tells us that the 

world is an increasingly reification world. We cannot put the reification system aside and to 

construct a meaning systemin a humanistic world. For the reason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the level of social equity, the reification, as the symbol of the 

standardization, rationalization, routinization, strict and symbolic,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which is unavoidable, nor can it escape from its regulations. Modern social re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standardized, rationalized, routinization, strict, symbolic and so on, 

which is an accepted fact in the sense of economic and sociology. Reification is first and 

foremost an economic fact,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systematic operation of modern 

economy, and then it characterizes how immediate substantiality is replaced by abstract 

substantiality and how the complex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latter fragmentizes the 

entity, or becomes a pattern of rigid and inertial regime; lastly, reification refers to the 

domination of objectification and substantiality that deprives oneself of liberty, sublimity and 

autonomy. It is crucial to re-examine the meaning of reification through a holistic approach 

that combine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houghts, and to follow the path of Marx (the very 

Marx in the period of Capital) via the elucidation of Lukacs, especially when the current 

advocacy of a relatively one fold standpoint of cultural philosophy suggests a dangerous 

p o s i t i o n  t h a t  m i g h t  l e a d  t o  o n e-s i d e dn e s s  a n d  d i s t o r t i o n .

However, some western Marxists since Lukacs have tried hard to put aside this reification 

system. in the increasingly narrow humanistic world, they just discuss and think about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human beings in the humanistic method. Lukacs talks a lot about 

generality, but what he actually does is less and less generality, as long as there is a 

humanistic and aesthetic worl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ification world, even wants to 

sweep away the reification world. What's more, Lukacs also uses the simple dichotomy model 

of capitalism or socialism society to establish what he likes and what he hates. Such a 

construction of the meaning world is ineffective.

Faced with the new difficulties alongside the God’s death, what should we do?

Firstly, we should consider the reconstruction of the meaning and value world from a broader 

view. There is a similar but problematic way of thinking between Nietzsche and Lukacs: put 

economy and politics aside but to develop culture. Therefore, to think about reconstruct a 

meaning world, we must be aware that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a reification world 

and a meaning world. Besides, their solution should be abandoned, and active participation 

and adjustment of the reification world is the more effective way to rebuild the world actively.

Secondly, we need to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education to ensure students get an 

all-round development. The education provides well-educated humanistic intellectual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meaningful value world.

Thirdly, multi-subjects amalgam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is, the humanities 

should be integr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participate in the further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technological world and reification world.

In a word, to rebuild a meaning world, it is not to avoid, but to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ely 

expand their own scope of discipline and knowledge vision. Only in this way, could a new 

world of lofty meaning and value possibly grow in the reification world with the God’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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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화세계와 신이 죽은 세계에서의 의미세계 재구성

류센린 (중국 산동대학 철학과) 

오늘날 사회의 배경과 조건에 근거해 인류의 의미문제를 사고해 보면, 필자의 전공과 
관련해 먼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니체에서 도스토예프스키에 이르
는 ‘신의 죽음’이며 두 번째는 마르크스에서 루카치에 이르는 물화의 문제다. 

첫 번째 문제는 서양의 전통적 형이상항적 방식으로 논증한 ‘신’과 그로 대변되는 초험
적, 신성한 가치왕국이 곧 또는 이미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니체는 영원이나 전지전능한 신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문제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성, 자연, 본능의 인간차원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사고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니체가 초인으로 신을 대체하고 숭고하고 고귀한 초인
적 가치를 확립하려 했을 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
들” 등의 소설을 통해서, 초인은 쓸모 없는 노파를 살해하거나 자신의 사업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동료, 심지어 자신의 부모형제까지 위협하는 등 도덕과 법률의 경계를 끊임없
이 타파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니체를 흠모하던)를 일깨워 주었다. 
도스토예프스키에 있어 신은 아직 죽을 수 없으며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남아 있어야
만 했다. 

동아시아 전통을 보면 서구와 같은 신은 없지만 숭고하고 신성한 문화가치체계가 존재
하고 있다. 서양식 형이상학적 논증방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이 가치체계는 여전히 현대
화의 세계적 전파에 의해 배제되고 주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마치 길레
스피（Michael Allen Gillespie）가 “니체 이전의 허무주의(Nihilism before 
Nietzsche)”란 저서에서 말한 것처럼 전통적인 신은 죽고 새로운 신-모든 새로운 창조를 
벗어 던지고 자칫 잘못하면 악령이 될 수 있는 신-은 여전히 무서운 허무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을까?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신기술이 전지전능하고 육신
이나 본능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더욱 무정하게 우리를 협박하는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 
내고 있고 우리는 기꺼이 그를 ‘새로운 신’이라 부르기 원할까? 우리는 이 ‘새로운 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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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그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문제는 이 세계가 점점 더 물화세계로 변모하고 있고 이 물화체계가 인문세계
에서 가치의미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
과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규범화, 합리화, 절차화, 엄격화, 기호화를 상징하는 물화
(Versachlichung)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서 그 규제로부터 피할 수도, 비켜갈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관계가 날로 규범화, 합리화, 절차화, 엄격화, 기호화 되는 것
은 경제학, 사회학적 의미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다. 물화는 첫째, 일종의 
경제적 사실이며 현대경제 운용의 필연이다. 그 다음은 직접적 물성이 추상적 물성에 의
해 대체되고 추상적 물성 체계가 날로 복잡해지고 합리화되어 개체에 파편화된 시스템 
분할을 형성하거나 일종의 경직되거나 관성적인 성질로 통합되는 것이며, 그 마지막은 
자유, 숭고함, 자주성이 상실된 객체의 물성통제이다. 경제-사회-문화 전체의 통일된 측
면에서 루카치에서 마르크스로 돌아가 철학과 경제학, 사회학을 관통하며 합리적으로 물
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단일한 시각 -유행하고 있는 단순한 문화철학적 시각-으로만 물
화를 보는 것은 단편적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루카치 이후 서양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물화체계를 제쳐두고 편협한 인문세계에서 인문학과적 방식으로 인류의 가치와 의
미 문제를 논하고 사고하려 무진 애를 썼다. 루카치는 말로는 총체성을 논했으나 실제 
행위는 총체성을 점차 거부하며 물화세계와 왕래는커녕 물화세계를 쓸어내 버릴 인문미
학의 세계만을 원했다. 루카치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단순한 이분법적 방식으로 자
신의 호오(好惡)를 확립했다. 이러한 의미세계의 구축은 무용한 것이다. 

어찌해야 할까?  
첫째, 인류의 의미가치 세계 재건에 대해 더 넓은 시각으로 사고해야 한다. 니체는 경

제와 정치를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정치가 실패해야 비로소 문화적 번영이 
온다고 생각했다. 루카치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는 매우 문제적인 사고다. 이는 
니체가 일평생 반대하던 약자나 무능한자의 책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숨는 것,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좁은 범위 안에 숨어서 사고하는 것은 그가 그토록 비판하던 기독교와 
같다. 니체에서 루카치에 이르는 매우 큰 영향력을 지녔지만 문제적인 방법을 벗어나 더
욱 넓은 시각으로 의미가치의 재건에 대해 사고해야 한다. 이로써 물화세계는 완전히 부
정적인 존재가 아니며 의미가치세계의 재건과 완전히 상호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 물화
세계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조정이야말로 더욱 효과적으로 의미세계를 적극적으로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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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길이다.   

둘째, 인문지식만 알거나 전통적인 인문지식만 알고 지금 이 세계에 대해 점점 더 낯
설어하고 귀찮아하고 회피하는 편협한 인문교육과 단절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교육을 발
전시켜야 한다. 편협한 교육을 받은 인문지식인은 의미가치 세계재건이란 임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인문학과는 과학, 기술학과와 연계, 융합해 지금의 기술세계, 물화세계의 구축과 
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즉,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학과범위와 지식의 시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신이 죽은 물화세계가 다시금 천천히 새로운 숭고한 의미를 지닌 가치세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원본 요약
“자본론”과 “역사와 계급의식”이란 저명한 두 경전 사이에서 물화된 경제, 사회, 문화

적 함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물화는 첫째, 일종의 경제적 사실이며 현대경제 운용의 필
연이다. 그 다음은 직접적 물성이 추상적 물성에 의해 대체되고 추상적 물성 체계가 날
로 복잡해지고 합리화되어 개체에 파편화된 시스템 분할을 형성하거나 일종의 경직되거
나 관성적인 성질로 통합되는 것이며, 그 마지막은 자유, 숭고함, 자주성이 상실된 객체
의 물성통제이다. 경제-사회-문화 전체의 통일된 측면에서 루카치에서 마르크스로 돌아
가 철학과 경제학, 사회학을 관통하며 합리적으로 물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단일한 시각 
-유행하고 있는 단순한 문화철학적 시각-으로만 물화를 보는 것은 단편적이며 사실과 다
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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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物化世界和上帝死了的世界中重构意义世界

刘森林 (中国 山东大学哲学系)

立足于当今社会的背景与条件来思考人类的意义问题，从我从事的专业出发，有两个必须首先注
意的问题：第一是从尼采到陀思妥耶夫斯基的“上帝之死”问题； 第二是从马克思到卢卡奇的物化
问题。

第一个问题告诉我们，以西方传统形而上学方式论证的“上帝”及其代表的那个超验、神圣的价值王
国即将或已经坍塌。由此带来思维方式的根本性变化：在尼采看来，再不能以永恒、全知全能的神的
名义思考问题了，要从感性、自然、本能的人的角度思考我们面临的问题。但尼采在满怀信心地要以
超人替代死去的上帝，要确立真正崇高、高贵的超人价值时，陀思妥耶夫斯基在《罪与罚》、《群
魔》、《克拉马佐夫兄弟》等小说中提醒（要欣赏尼采的）我们，超能之人可能不断地突破道德和法律
的界限，比如扼杀无用的老太婆、威胁自己事业或生命的同伴甚至自己的父亲兄长，以此追求自我利
益的最大化。对于陀思妥耶夫斯基来说，上帝还不能死，必须以某种方式保留下来。当然，对于东亚
传统来说，没有西方式的上帝存在，但我们仍然有崇高、神圣的文化价值系统。虽然没有采取西方式
的形而上学论证方式，这个价值系统仍然随着现代化的世界性传播受到排挤、边缘化。我们怎么办？

是像吉莱斯皮（Michael Allen Gillespie）在《尼采之前的虚无主义》（Nihilism before Nietzsch
e）一书中所说的那样，传统上帝死了，新的上帝——撇开一切新创造的那个上帝，不小心就会沦为
恶魔的那个上帝——仍然可能在塑造一种可怕的虚无主义？还是像现在的很多人担心的，新技术正在
塑造一个逐渐全知全能而且不受人的身体、本能等力量的限制，变得越来越无情、越来越胁迫这我们
的智能机器，我愿意称呼它“新上帝”？我们越来越依赖于这个‘新上帝’，被他所胁迫着？

第二个问题告诉我们，这个世界越来越是一个物化的世界，我们无法撇开这个物化系统仅仅在人文
世界里构造价值意义系统。因为，为了提高生产效率、提高社会公平水平，象征着规范化、合理化、

程序化、严格化、符号化的物化Versachlichung其水平越来越高，无法避免，更无法逃离开它的规
制。现代社会关系越来越规范化、合理化、程序化、严格化、符号化等，在经济学、社会学意义上都
是必须接受的事实。物化首先是一种经济事实，是现代经济运行的必然；尔后是直接物性被抽象物性
取代、抽象物性系统日益复杂化与合理化并对个体形成一个个碎片化的系统分割，或整合为一种僵化
和惯性制度所具有的性质；最后才是自由、崇高性、自主性丧失的客体物性宰制。应该立足于经济-
社会-文化的整体统一角度，从卢卡奇回到马克思，在哲学与经济学、社会学的融通中，合理地看待
物化。从单一的视角，包括仍较为流行的单纯文化哲学视角看待“物化”，则可能是片面、失真的。自
卢卡奇以来的一些西方马克思主义者，却极力试图撇开这个物化系统，在越来越狭隘的人文世界里，

仅仅使用人文学科的方法讨论思考人类的价值和意义问题。卢卡奇口头上大讲总体性，实际上的所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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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为却是越来越不要总体性，只要一个跟物化世界毫不来往、恨不得把物化世界扫地出门的人文美学
的世界。而且，卢卡奇还用姓资姓社的简单二分法模式来确立自己喜欢的和自己讨厌的东西。这样的
意义世界建构是无效的。

怎么办？

第一，应该以更大的视野来思考人类的意义价值世界重建问题。尼采的思考就是撇开经济和政治，

甚至设想经济政治的失败才带来文化的繁荣。到卢卡奇更是如此。这样的思路是非常成问题的。我觉
得恰恰就是尼采一生所反对的弱者、无能之辈的策略：躲起来，躲到自己能处理的狭小范围内思考，

就像他极力批评的基督教那样。必须从尼采-卢卡奇这种很有影响但也很有问题的做法中走出来，以
更大的视野来思考意义价值重建问题。从此而论，物化世界不是全负面的存在，完全可以与意义价值
世界的重建不矛盾。对物化世界的积极参与和调整，方才是更有效的意义世界积极重建之路。

第二，发展一种更全面的教育，戒绝那种狭隘的人文教育，只懂得人文知识，甚至只了解传统的人
文知识，对当代这个世界越来越陌生、烦扰、躲避。这样教育出来的人文知识分子我觉得是无法担当
意义价值世界重建工作的。

第三，人文学科要与科学、技术学科结合、融合，努力参与当今技术世界、物化世界的进一步构建
和发展。

总之，不是躲避，而是积极参与，积极扩展自己的学科范围和知识视野，上帝死了的物化世界才有
可能重新慢慢生长出新的崇高意义价值世界来。

原摘要：  在最著名的两个经典文本《资本论》与《历史与阶级意识》之间，追究“物化”的经济、社
会、文化意蕴。物化首先是一种经济事实，是现代经济运行的必然；尔后是直接物性被抽象物性取
代、抽象物性系统日益复杂化与合理化并对个体形成一个个碎片化的系统分割，或整合为一种僵化和
惯性制度所具有的性质；最后才是丧失了自由性、崇高性、自主性的客体物性宰制。应该立足于经济
-社会-文化的整体统一角度，从卢卡奇回到《资本论》时期的马克思，在哲学与经济学、社会学的融通
中，合理地看待物化。从单一的视角，包括仍较为流行的单纯文化哲学视角看待“物化”，则可能是片
面、失真的。

This paper mainly explores the economic, social, as well as cultural significance of 
reification based on two major classical works—Capital by Karl Marx and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by Georg Lukács. Reification is, above all, an economic fact, an 
inevitable consequence produced by the systematic operation of modern economy, and 
then it characterizes how immediate substantiality is replaced by abstract 
substantiality and how the complex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latter 
fragmentizes the entity, and becomes a pattern of rigid and inertial regime; lastly, 



학술세션 1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65

reification refers to the domination of objectification and substantiality that deprives 
oneself of liberty, sublimity and autonomy. It is crucial to reexamine the meaning of 
reification through a holistic approach that combine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houghts, and to follow the path of Marx (the very Marx in the period of Capital ) via 
the elucidation of Lukács, especially when the current advocacy of a relatively onefold 
standpoint of cultural philosophy suggests a dangerous position that might lead to 
one-sidedness and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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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 (공저)

｢인공지능의 존재론｣ (공저)

｢인문테크놀로지 입문｣ (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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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과학기술과 인문학, 그리고 미래 교육

발표내용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언제나 기술적 존재였으며, 인간의 사회적 실천(practice)은 언

제나 당시의 기술 혹은 기술적 조건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기술은 언제나 특정한 유형의 

사고, 행동, 가치를 유도(afford)하며,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종류의 행동이나 상상의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우리 삶의 양식 혹은 문화 전체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

한다. 교육의 오랜 역할 중의 하나는 미래 세대로 하여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세상에

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직하고 의미화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오늘날의 급격

한 기술 사회적 변화가 교육에 대해서 갖는 함축은 무엇일까? 본 발표는 교육이 실행되고 있

는 기술,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미래 세대의 교육에서 사고력과 규범적 역량을 중

심으로 인문학이 갖는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말할 때, 기술이 

만들어낸 기계장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기계장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장치들이 그것들과 공진화하는 사회적 실천, 가치, 

제도에 뿌리내리고(embedded) 있는 모습, 그리고 기술과 더불어 특정한 삶의 형태(forms of 

life)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포함한 기술사회적(technosocial)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야 한다. 미래를 규범적으로 상상해야 하는 이러한 역량은 결국 좋은 삶(good life)이란 어

떤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물음과 분

리될 수 없다.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다.



70

 ∙∙∙ Speaker

Sangkyu Shin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 Position Professor

Area of Expertise
Philosophical Psych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humanism, 
Post-humanism

Email skshin@ewha.ac.kr

Education

2013.5  Ph.D. in Philosophy, i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8  M.A. in Philosophy, Sogang University
1989.2  B.A. in Philosophy, Sogang University
1985.2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gang University 

Work Experience

Experience
2009.9.1 - Present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2004.3.1 - 2009.8.31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mmunication 

Center
2017-2018 Member of the Planning Committee, Interdisciplinary Planning 

Commission, KIAS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2017-2019 Editor of Philosophical Analysis, Korean Society for 

Analytic Philosophy
2015-             Organizing Committee Member, Beyond Humanism 

Conference Series(http://beyondhumanism.org/)
2017- Ex Officio Editor Journal of Post human Studies

Dissertations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Post-huma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s, The Life Politics of Transhumanism and Human Elevation, 
The Moral Compass an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Relational Approach, 
Post-human Conditions and Co-existence of Mankind and Machines, etc.

Publications
In Search of the Blue Fairy – the Conditions for AI and Future of Mankind
The Future of Homo Sapiens: Post-human and Transhumanism
The Stage of Post-human (co-authored)
The Digital Age, the Future of Humanities (co-authored)
The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authored)
Principles of Liberal Arts Technology (co-authored), etc.



학술세션 1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71

Presentation Title Science and Technology, Humanities and Future Education

Content

The human being has always been a technological being ever since the dawning 

of civilization. Social practices by human beings have always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contemporary technologies or technological conditions. Technology 

invariably affords a particular type of thinking, behavior and values, while shutting 

the door on other types of behavior or imagination. In this way, technology 

serves as a force fundamentally restructuring and defining our mode of life or 

culture as a whole. One of education’s time-honored functions is equipping future 

generations with an ability to organize their lives and make them meaningful in a 

future world that has yet to come. What implications do today’s dramatic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have for education? My presentation will first 

take a look at the ongoing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in which education is taking place and then discuss the significance 

humanities has for the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s with the focus on thinking 

skills and normative competences. When we discuss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tend to focus on devices they will create. In my opinion, such 

discussions should be reoriented toward considering techno social visions 

including those about such new devices embedded in co-evolving social 

practices, values and systems and about human beings living particular forms of 

life in conjunction with technology. This calls for an ability to visualize the future in 

normative terms, which in turn is inseparable from the humanistic questions of 

what is good life and what makes humans and their lives meaning. That is why 

humanities still have high relevance for an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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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문학, 그리고 미래 교육

신상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오늘날 우리 삶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단연코 과학기술의 급
격한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은 단지 우리 삶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에 이르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서 광범위한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새로운 문명 및 삶의 양식을 출현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 삶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즉 생
산과 소비, 인구의 크기, 도시나 국가의 형성, 정치제도, 물질적 삶의 수준, 기대 수명의 
증가, 노동의 본성, 교육, 통신, 의료, 놀이, 예술, 전쟁, 윤리와 가치 등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은 언제나 당시의 기술 혹은 기술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적 삶
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정보통신, 대량생산, 농업, 금융, 운송 등의 기술적 시스
템에 의해 조건지워져 있지만, 평소에 우리는 그 의존성의 정도를 잘 실감하고 있지 못
할 뿐입니다. 21C 초반 첨단 신흥 과학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발전은 사회/문
화/정치/경제/예술/교육을 망라하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또 다른 전방위적 변화
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많은 일자리의 변화나 소멸을 야
기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의 일상적 생활환경은 자율자동차, 반려로봇, 컴퓨터 가상환
경의 소프트웨어 행위자나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지능적 장치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인
공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재조직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
장의 작동 방식이 인공지능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소비로 급격하게 바뀌
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글쓰기와 같은 
예술적 창조의 영역을 포함하여, 감정적 상호작용에 입각한 가족이나 친구의 정서적 관
계의 양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신흥 기술들이 과거의 과학기술과 구분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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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기술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에서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 세계에 
대해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력을 급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질뿐 아니라 생명이나 정신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으
며, 인류세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 비단 현재의 인류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다
른 종의 운명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출현이래, 인간은 언제나 기술적 존재였으며,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결여된 부
분을 보충하는 도구나 보철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특정한 유형의 사고, 행동, 가치를 유도(afford)할 뿐 아니라, 특정한 종
류의 행동이나 상상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제약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
능을 위시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외부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 및 삶의 구조
로서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우리의 일상적 삶이 
뿌리내리고 있는 기술적 생태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생태 환경의 변
화는 우리가 타인 혹은 비인간 타자와 관계 맺거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의 양상, 심지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산업 성장이나 
경제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나 
구조를 새롭게 상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이나 기술 전문가들이 기술의 미래를 전망할 때, 그들은 기술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계장치나 그것들의 내재적인 기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무한 경쟁이란 메커니즘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일상에 적용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기술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은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기계장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장치들이 그와 공진화
하는 사회적 실천, 가치, 제도에 뿌리내리고(embedded) 있는 모습, 그리고 장치들과 더
불어 특정한 삶의 형태(forms of life)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기
술사회적(technosocial)인 미래에 대한 비전이어야 합니다. 

기술사회적 미래를 규범적으로 상상하는 일은, 변화된 기술적 조건 속에서 노동, 여가, 
사랑, 우정, 연대, 문학, 음악, 미술과 같은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좋은 삶(good life)이란 어떤 것이며, 인



74

간이나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인문학의 오랜 물음으로 우리를 인
도합니다. 

농경이나 문자의 출현은 물론이거니와 17세기 과학혁명이나 18세기 산업혁명의 경우
에, 변화는 비교적 느리게 선형적(linear)으로 진행되었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변화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례
가 없는 시대이며,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일상의 변화 속도와 그러한 변화를 이
해하고 해석하는 규범이나 가치 변화의 속도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변화의 속도나 양상이 현재나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단순히 
외삽(extrapolation)하는 일은 결코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급격
한 발전과 그로 인해 촉발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동은 철학이나 인문학이 더 이상 사
후적인 해석이나 평가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조건이나 방향성에 대하여 더욱 선
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을 진단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유망한 프레임 중
의 하나가 ‘포스트휴먼’의 개념입니다. ‘포스트휴먼’은 휴머니즘(Humanism)으로 규정되
는 사회발전의 시기가 끝났으며, 우리가 ‘휴머니즘 이후’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
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핵심은 ‘인간(human being)’이란 존재를 과거(지금)와 동일한 
방식으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기에 이를 새롭게 재정의 혹은 재발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옥스퍼드 철학자 플로리디(L. Floridi)는 이를 코페르
니쿠스, 다윈, 프로이트의 혁명을 잇는 인간학의 ‘4차 혁명’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생명기술이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기계화, 그
리고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기계의 인간화라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전자조작, 
인공장기나 로봇 팔다리와 같은 인공보철(프로스테시스),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은 
인간을 점점 더 사이보그적인 존재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일종의 직권위임을 
통하여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추론, 판단, 선택을 수행하는 인공행위자로 등
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디지털/물리적/생물적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
고 인간/생명/사물의 본성을 재존재화(reontologize) 시킵니다. 그 결과, 생명이나 정신
의 활동이 기술과 상호수렴하여 이것들을 범주적으로 서로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
어지는 생물-이후(post-biological)의 시대가 바로 포스트휴먼의 시대입니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이론가이자 포스트휴먼 담론의 이론가인 로지 브라이도티(R. 
Braidotti)는 이론적 형상으로서 ‘포스트휴먼’은 첨단기술이 산출하는 변형뿐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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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나 자본주의가 촉발한 인류세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네
비게이션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지구에 거주하는 인간과 비인간)는 자
본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로 인한 여섯 번째 대 멸종 사이에 위
치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속화와 기후변화의 가속화라는 두 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가 포스트휴먼 담론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선
언합니다.

휴머니즘 시대에 인간은 정신/물질, 생명/기계, 자연/인공과 같은 이원론적 구분을 토
대로, 인간 아닌 것(non-human being) 혹은 비인간(inhuman)과의 대비를 통해 정의되
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성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역사의 산출 주체이
자 만물의 척도이며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생명체와 자연은 주체의 자리에
서 배제된 체,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수동적인 대상(객체)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이념으로서 상정된 이러한 인간 주체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가치
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입니
다. 인간의 존엄성 및 도덕성, 윤리, 책임, 권리 등의 규범적 개념에 대한 근대적 이해는 
대부분 자기 결정권을 갖는 이러한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보편적 인간상에 대한 견해로부
터 파생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 이성 혹은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와 구분되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간을 다른 생명체/존재와 구분 짓는 결정적인 기준으
로 작동합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러한 인간 이해에 도전하면서, 근대적 이분법과 인간중심주의를 벗
어나서 ‘인간’, ‘기계‘,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패러다임이나 언어 문법을 모색합니
다.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은 인간/비인간-존재의 위계와 이에 입각한 차별과 배제의 정
치학에 대한 극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페미니즘 이론, 
탈식민주의 담론 등을 통하여 어떻게 근대 휴머니즘이 성별이나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를 기반으로 여성, 노예, 인종, ‘장애인’과 같은 ‘다른’ 인간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노예제, 집단학살과 같은 야만적 행위를 정당화했는지
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 종족주의가 갖는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식
물이나 동물과 같은 다른 생명체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변형된 
인간이나 사이보그,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존재로까지 그 논의를 확장합니다. 포스트휴
머니즘은 전통적인 휴머니즘의 인간 개념이 차이(다름)에 입각하여 인간/동물, 인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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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간/인간-아닌-존재, 인간/비인간의 위계를 정초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다른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착취적 태도가 어떻게 ‘정상화’ 되는지를 폭로합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경계를 재정의함으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위계를 
해체하는 동시에 인간/비인간-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려고 시도합니다. 포
스트휴먼의 관점에서, 인간은 환경과 기술에 얽혀 있으면서 다른 형태의 생명과 함께 상
호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공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분리되어 자족적으
로 존재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명 및 기술적 존재와 연결되어 상호
작용과 교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적 체계(relational system)의 노드로 간
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인간은 인간-아닌 것과의 대비가 아니라, 오히려 비-인간 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혼종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많
은 능력이나 특징, 성질은 다른 형태의 생명, 기술, 생태계와 공진화하면서 만들어진 것
이며, 인간은 다른 생명 형태와 생태계, 생명과정, 유전물질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적 관점은 인간을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존재와 분리하여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인간이 그것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자연적 인간이건 혹은 기술적으로 변형된 인간이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주체, 행위자, 생명,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진화하며, 그것들에 의해 구
성되고 또 그것들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제 의미나 행위의 원천은 
인간만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주체, 행위자, 생명,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진화하며, 기술적 생태 공간 안에서 이들 주체나 행위자들과 교섭하면서 세계
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교육의 가장 오랜 역할 중의 하나는 미래 세대로 하여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직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오
늘날의 급격한 기술/사회적 변화는 교육이 실행되는 기술적 조건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미래
를 형성할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나 이해뿐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개념화해야 하는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식 유통의 통로가 제도적인 교육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는 명제화 가능한 대부분의 지식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구글이나 위키
피디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것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나 TED와 같은 온



학술세션 1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77

라인 리소소를 활용하면, Harvard, MIT, Berkeley 등에서 이루어지는 저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양은 폭증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식의 유효기간은 반대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현상들은 정보로서 지식을 전달하거나 습득하는 일이 제도적인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심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주로 교사(교수)가 전문적인 지식(정보)을 일방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
으로 큰 문제 없이 직업을 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평생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이나 지식 환경에서, 학교나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만으로 평생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
은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을 갖는 것을 매우 예외적인 일
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그 전례가 없는 평생 학습이 필요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육은 이제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철저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
습니다. 지식교육에서 학생에게 장려되는 능력은 이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바
탕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학습자 주도의 역량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스스로 설정(발명)하고 그 해결책을 구성해 나가는 자발적 
학습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초점이 지식이 아니라 원리 탐구와 이해에 맞추
어져야 하며,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학습역량의 핵심은 엄청난 정보 속에서 이야기를 구성
해 내는 상상력과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될 것입
니다. 

그런데, 상상력이나 사고력 못지않게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조직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으로서의 규범적 역
량입니다. 학생들은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이 우리의 생활 세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
고 거기에 내재된 규범적 가치를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새
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미래의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교육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며, 과학이나 기술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인문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덕적 사고나 심미적 가치 지향의 변화는 여러 가능성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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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건, 언어의 변화, 관계에 대한 태도 등 기술, 사회, 문화적 차원을 포괄하는 삶
의 양식의 전체적 변화에 동반하는 것입니다. 포스트휴먼의 조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범적 가치나 지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발상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생태(상호의
존성)와 열려있음(개방성)이 그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라는 말은 개체 수준의 생물과 생물이 이루고 있는 군집, 무생물의 작용을 포함하
는 복합적인 환경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생태적 입
장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윤리나 도덕을 분리된 개체의 단위가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 및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접근해야 함을 뜻
합니다. 포스트휴먼의 사회는 인간과 동물, 기술적 존재들이 서로 얽혀 있으면서 함께 살
아가고 공진화하는 기술 생태적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적 가치 지향에 대한 고민도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기술-생태 공간을 중심으로 숙고되어야 하며, 경쟁보다 공존과 협
력의 가치에 대한 훈련(습관화)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거주하는 방식, 우
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며, 어떻게 이동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인간-생명-기술의 관계적 네트워크가 갖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인간이 갖는 책무성(accountability)이 무엇인지를 지구적 수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름에 개방적인 열린 태도입니다.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존재 양식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는 의미의 체계나 사고방식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
키며,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을 통해 현상을 판단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인간/비인간, 정신/신체, 자연/인공, 생명/기계의 이원적 
구분은 다양한 위계를 산출하면서 차이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
습니다. 포스트휴먼의 윤리는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다양한 타자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혼종적 존재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방식을 모색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언
어나 용어로 낯선 존재들을 재단하고 새로운 위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공존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도덕적 상상과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어휘나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자연-기술 사이의 관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규정을 통하여 그러한 상상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포스트휴머니즘의 담
론의 주요한 이론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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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류하이보

국적 중국

소속 중국과학원

직함 교수

이메일 liuhb@casisd.cn, 13910310263@126.com

학력
1992. 9 - 1997. 6, 과학기술학 박사, 중국 인민 대학교와 일본 도쿄 대학교 연합학위과정
1987. 9 - 1990. 3, 중국 따리앤(大連) 대학교 석사, 과학기술방법론 전공

1980. 9 - 1984. 7, 중국 랴오닝(遼寧) 대학교 학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경력사항

2006. 10 - 현재,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과학개발연구소 교수

2006. 2 – 2006. 9, 베이징(北京)시, 지식재산국 법정책과 부과장 
1997. 7 - 2006. 1,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계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보조연구위원, 부연구위원

2002. 8 - 2003. 8, 한국고등연구재단의 자금지원 숙명여자대학교 방문연구위원 
1999. 1 - 2000. 10, 일본 과학기술청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

1990. 3 - 1992. 9, 중국 허베이 기술대학교 강사

1984. 7 - 1987. 9, 중국 랴오닝 기술대학교 조교수

발표제목 iELSE(국제협업, 경제, 법, 사회, 윤리): 인공지능 거버넌스 패러다임

발표내용

최근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그 응용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어서 인간사회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공지능 거버넌스(governance) 연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기본 패러다임으로 iELSE (국제협업, 경제, 법, 사회, 윤리)를 제안한다.
  1) 인공지능은 국제협업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유용성이 현실적이고 

또한 잠재적이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보편적 경향이다. 이런 의미로 본

인이 제안하는 패러다임에서 국제협업(international collaboration)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 “I” 대신 소문자 “i”로 선택하였다.

  2) 경제적 효율성은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 및 적용하는 데 있어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요

소이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생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
  3) 인공지능 연구에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법적 시스템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예술작품을 예로 들자면, 이러한 예술작품은 

저작권 부여의 대상이 되고 지식재산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4) 인공지능을 인간사회에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은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사회의 일부이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사회적 유기체로 성장할 것이다.
  5) 원래 윤리는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오늘날 윤리는 인간과 인공지능

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의 지능을 인정한다면, 인

공지능의 감정도 머지않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학술세션 1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81

 ∙∙∙ Speaker

Liu Haibo

Nationality Chinese

Affiliation
Institutes of Science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ISD)

Current Position Professor

Email liuhb@casisd.cn, 13910310263@126.com

Education

Sept. 1992-Jun. 1997, Ph.D. in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nmin 

University of China & University of Tokyo, Japan

Sept. 1987-Mar. 1990, M.A.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ethodology,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China

Sept. 1980- Jul. 1984, B.Sci. in computer software. University of Liaoning, China

Work Experience

Oct. 2006-present, Prof., Institutes of Science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ISD)

Feb. - Sept. 2006, duty director of law and policy department, Beijing Municipality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Jul. 1997-Jan. 2006, post doctor, assistant research fellow, associat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Quantitative & Technical Economics (IQT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

Aug. 2002-Aug. 2003, visiting research fellow, :Sookmyung Womens University 

Funded by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orea

Jan. 1999-Oct. 2000, Japanes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Fellow (STA 

Fellow),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Japan

Mar. 1990- Sept. 1992 lecturer, Hebei University of Technology

Jul. 1984-Sept. 1987 assistant professor, Liaoning Technical University

Presentation Title iELSE: Paradigm for AI Governance

Content

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developed rapidly and got more and 

more applications, which brings and will bring a lot impact on human society. It is 

urgent to study AI governance. We suggest that iELS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Economy, Law, Society, Ethic) as a basic paradigm for AI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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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1) AI is issue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cause of its real and potential 

usefulness, competitions among countries are the main trend in AI. Thus, we 

choose “i” rather than “I” to stand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our 

suggested paradigm. 

  2) Economic efficiency is the primary and fundamental element to research, 

develop and apply AI. Many investigations show the evidences that AI is 

good helper to improve production. 

  3) Law is necessary to explore AI. AI has arisen some challenges to 

humankind legal system. Taking art works generated by AI as an example, 

should these art works be granted copy rights and protected by IPR laws?

  4) Introducing AI into human being society is a huge social experiment. AI is 

not apart from society, AI is a part of society. When AI is implanted into 

society, it will grow as a social organic body.

  5) Originally, ethic is one way to handle the relations of human being. 

Nowadays, ethic is being a way to consider how to manage the relations of 

human being and AI. If we admit the intelligence of AI, it is not far to admit 

the emotions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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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Part 2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교문화의 대화 

    Roles of Confucianism within Fast Changing Social Structure   

  9월 6일, 13:30 ~ 17:30  | 국제회의장 (1층)

  13:30 ~ 17:30, September 6  | 1F,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좌장

Chair

한경구 (서울대학교, 한국)

Kyung Koo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발표자

Speaker

김환석 (국민대학교, 한국)

Hwan-suk Kim (Kookmin University, Korea)

장덕진 (서울대학교, 한국)

Dukjin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로버트 매튜 오펜하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미국)

Robert Matthew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SA)

보데왼 왈라번 (레이던대학교, 네덜란드)

Boudewijn Walraven (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린치핑 (대만정치대학교, 대만)

Lin Chi-Ping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김성문 (홍콩시립대학교, 한국)

Sungmoon Kim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Korea)

치아오칭지 (중앙당교, 중국)

Qiao Qingju (The Central Party School of the C.P.C., China)

궈이 (서울대학교, 중국)

Guo Yi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a)

양니엔췬 (인민대학청사연구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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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Panel

김언종 (고려대학교, 한국)

Eon-jong Kim (Korea University, Korea)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한국)

Seung Hwan Kim (POSTECH, Korea)

양일모 (서울대학교, 한국)

Ilmo 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이승율 (산동대학교, 한국)

Sung Ryule Lee (Shandong University, Korea)

주경철 (서울대학교, 한국)

Kyung Chul Jou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한준 (연세대학교, 한국)

Joon Han (Yonsei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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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장

한 경 구

국적 한국

소속 서울대학교 

직함 교수

연구분야 문화인류학 

이메일 hanthro@gmail.com

학력

미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 (Ph. D., Anthropology)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 졸업 (문학석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졸업 (문학사)

경력사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의도시네트워크사업 자문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회과학분과 및 문화분과 위원, 집행위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한국이민학회 회장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집위원장

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재외한인학회 회장

산업자원부 갈등관리위원

건설교통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인사위원장

환경재단 운영위원

국무총리실 영월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문화분과 간사

국민대 국제지역학부 학부장

국민대 국제지역학부 부교수, 교수

강원대 인류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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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r

Kyung Koo Han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 Position Professor

Area of Expertise  Cultural Anthropology

Email hanthro@gmail.com

Education

Ph. D.,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thropology)

M.A.,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nthropology

B.A.,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nthropology

Work Experience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UNESCO Korea Commission Creative City 

Network Project;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UNESCO Korea Commission 

Subcommittees on Social Sciences and Culture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of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Ministry of Education 

D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President,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President,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Education in Korea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f-Assessment Committee, College of Liberal 

Arts, Ministry of Justice

Vice President and Chief Editor,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Chief Editor,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Vice Presid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President,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Member of the Conflict Resolution Committe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orking Staff for Metropolitan Region Maintenanc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olicy and HR Director,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Environmental Foundation

Assistant Administrator to the Cultural Subcommittee for the Feasibility Review of 

Yeongwol Dam, Prime Minister’s Office

Dean, Kookmin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ssociate Professor and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ssociate Professor and Assistant Professor, and Instruct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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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김 환 석

국적 한국

소속 국민대학교

직함 교수

연구분야 과학기술사회학, 사회이론

이메일 kmbird00@gmail.com

학력
영국 런던대학교 임페리얼칼리지 과학기술사회학 박사(198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학사(1977), 석사(1982)

경력사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근무(1979-1993년): 이중 1983-88년 영국 유학

울산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1994-95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6-현재)

(2008-2009년)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역임

(2005-2008년) 대통령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 역임

(2008-2011년)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위원 역임

(2007-2008년)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 역임

(2017-현재) 한국이론사회학회 회장

발표제목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 방향

발표내용

오늘날 ‘포스트휴먼’은 21세기의 과학기술 발전과 생태위기에 당면하여, ‘인간’ 개념과 지구의 

미래를 새롭게 사유해야 할 긴박성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 용어가 되고 있다. 휴머니즘이 

지배해온 근대사회는 인간중심적인 가치들이 목표로 추구되면서 과학기술도 이에 봉사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산업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개발되고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는 이러한 ‘근대화’가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를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대표하는 심각한 

‘인류세’의 현실로서 경험하고 있다. 인류세 시대에는 과학기술도 더 이상 경제성장과 산업자

본주의에만 봉사하지 말고 ‘생태화’에 봉사할 수 있는 탈인간중심적인 과학기술, 즉 지구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데 기여하는 과학기술로 환골탈태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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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Hwansuk Kim

Nationality Korea

Affiliation Kookmin University

Current Position Professor

Area of Expertise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Theory

Email kmbird00@gmail.com

Education

Ph.D., Imperial College London,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88)

M.A. (1982) & B.A. (1977),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Sociology

Work Experienc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1979-1993): studied in U.K. during 

1983-88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Department of Sociology (1994-95)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1996-Present)

(2008-2009) Dean, 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s

(2005-2008) Member, Presidential Committee o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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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 방향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과학기술사회학)

오늘날 ‘포스트휴먼’은 20~21세기의 과학기술적 발전과 생태위기에 당면하여, ‘인간’ 
개념과지구의 미래를 새롭게 사유해야 할 긴박성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 용어가 되고 
있다. ‘포스트휴먼’이란 용어 자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새로운 사
유방식과 이론들을 생산하면서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지난 20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였다
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다룬 학문적 저
작들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였다(특히 캐더린 헤일스, 캐리 울
프, 닐 배드밍턴 등의 저작들). 이런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저서 
<우리의 포스트휴먼 미래>(1999)는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들이 지니는 우생학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보다 일반적인 철학적 및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훨씬 광범위한 공중이 ‘우리의 포스트휴머니티’를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젼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표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이 출현하는 생명공학, 나
노기술, 신경기술, 정보기술에 대하여 유토피아적 희망과 동시에 많은 우려가 투사되었
다. 이런 관심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점점 더 소위 ‘뉴미디어’, ‘디지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어 왔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후쿠야마의 기여는 기
술발전과 인간본성 사이의 대립에 기초한 보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동기에 의해 추동되
었던 반면에,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를 환상적 잠재력을 지닌 새
로운 디지털 종으로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이른바 ‘트랜스휴머니즘’ 추종자들은 
매우 기뻐했다(예컨대 한스 모라벡, 맥스 모어, 닉 보스트롬 등).

오늘날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그 안에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페미니스
트 신유물론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과 운동을 포괄하는 우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 두 가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
런데 이 두 가지 사상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휴머니즘’이 무엇을 뜻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휴머니즘은 이들을 선행하는 사상이며, 후자는 전자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대두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휴머니즘은 인간 존재가 지닌 이성적 능력에 의해 인간 사회가 진보할 것을 믿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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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휴머니즘의 전형적 의미는 세속주의와 결합된 비종교적 사상
운동으로서,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초자연적 존재로부터의 계시가 아니라 과학에 의존
하는 인간 중심의 비신앙적 입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르네상스기의 휴머니스트들은 
이성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비난한 것은 교회의 
권력 남용이었지 교회 자체나 심지어 기독교 자체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르
네상스 말인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으로 인해 점점 이성과 종교 사이의 
분열이 커지고, 이에 따라 근대적인 세속적 휴머니즘이 성장하게 되었다. 마침내 18세기 
계몽사상과 프랑스혁명에 이르러 이 분열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덕성이 전통적인 종교적 제도와 독립적으로 오직 인간의 이성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런 믿음은 정치적, 종교적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계몽사상
가들은 종교를 비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비판하면서 뉴턴 과학의 성공에서 보듯이 이성을 
통해 이제 인간은 세계의 모든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이성의 화신이 
바로 과학이고 기술(과학의 응용으로서)이며, 이를 통해 인류의 역사는 유토피아적 미래
를 향해 점점 진보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무한한 낙관적 신뢰
가 바로 계몽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프랑스혁명과 그 세계적 확산을 통해 19~20세기
의 ‘근대성’과 근대사회에서는 계몽사상의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그러한 낙관주의가 과학
기술에 대한 지배적 관점이 되었던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 운동은 인간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를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유산을 통
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한 생물학적 및 기술적 진화 안에 새겨진 가능
성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다. 즉 지능, 건강, 수명에서의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
은 트랜스휴머니즘 사상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러한 목표에 접근하는 핵심적 열쇠들은 
현존 또는 미래의 과학기술에서 찾는다. 예컨대 재생의학으로부터 나노기술, 급진적 수명
연장, 마인드 업로딩, 인간냉동보존술 등. 트랜스휴머니즘은 합리성, 진보, 낙관주의와 같
은 개념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계몽사상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 휴머니
즘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휴머니즘을 극단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트랜스휴머니즘
은 ‘울트라-휴머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곧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러한 이론적 입장
이 트랜스휴머니즘의 약점이 된다.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비인간에 대하여 위계적 척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
해 왔다. 이른바 ‘존재의 위대한 사슬(Great Chain of Being)’에서 잘 그려진 인간예외
주의에 기초한 이 상징구조는,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지탱해주었을 뿐 아
니라 인간영역 자체를 위계적으로 형성해왔다(성차별, 인종차별, 계급불평등, 동성애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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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족중심주의 등). 그러나 트랜스휴머니즘은 그 ‘울트라-휴머니즘’ 성격으로 인해 인간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및 역사적 설명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은 채 그냥 인간 모
두를 위한다는 일반적 대안만 제시할 뿐이다.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을 인간 재형성의 주
된 자산으로 간주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고집은 기술환원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다. 즉 
기술이 진보를 향한 위계를 강화하는 기획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아직 생존이 문제란 걸 고려할 때, 만일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추구가 기술이 가져올 결
과에 대한 과대평가로만 단순히 축소된다면 그것은 계급주의적이고 기술중심적인 운동으
로 머물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록 트랜스휴머니즘이 생물학적인 영역과 기술적인 영역 사이
의 지속적 상호작용에 대한 영감을 주긴 하지만 그 관점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미래는 과학기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 넓은 시각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고, 보
다 덜 집중화되고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그런 탐구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면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이 보다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뿌리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1차 물결로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포스트휴먼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문학비평 분야에서 페미니스트이론가
들에 의해서였고 이를 나중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 불렀다. 이와 동시에 문화연구 
또한 이를 수용하여 문화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 불리는 조류를 형성하였다. 90년대 말에 
이르면서 (비판적 및 문화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이전의 인간중심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가
정들이 지닌 한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통해 철학탐구의 각 분야를 재접근하는 포괄적 
시도 속에서 철학적으로 보다 정합성이 있는 탐구(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 현재 부르
는)로 발전했다. 따라서 오늘날 포스트휴머니즘은 탈-휴머니즘 또는 탈-인간중심주의로 
정의되곤 한다. 즉 그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위계적인 사회적 구성물인 ‘인간’ 개념과 인
간중심적 가정들에 기초한 휴머니즘의 역사적 발생으로부터 모두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다. 종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나 포스트휴먼의 비판적 접근으로 변모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 
우월성에 대한 이러한 포스트휴먼적 극복은 다른 유형의 우월성(예컨대 인공지능의 우월
성)으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탈-배제주의라고 볼 수 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화해를 제공하는 매개의 경험적 철학인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어떤 이
원론이나 반명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며, 해체의 포스트모던적 실천을 통해 어떤 존
재론적 양극화도 탈신비화하는 특징이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자신의 제안이 지닌 독창성을 증명하는 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일종의 탈-예외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 “새로움”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그 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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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가리켜야 하고, “무엇에 대해 새로운 것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인
간 사유의 새로움은 상대적이고 상황의존적이다. 즉 한 사회에서 새롭다고 간주되는 것
은 다른 사회에서는 상식일 수 있다. 더구나 헤게모니적 관점들은 각 특수 문화적-역사
적 패러다임 내에서 공존하는 모든 저항적 입장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담론형성체의 저변에 깔린 불연속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다. 이에 반해 포스트휴
머니즘은 서구 근대성 담론의 전통적 중심이 지닌 정체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정체성은 이미 서구 근대성 담론 자체의 주변들(페미니스트, 반인종주의, 퀴어이론, 
탈식민이론 등)에 의해 급진적으로 해체되어 왔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지닌 특징은 탈중심
화인데, 그것은 하나가 아닌 다수의 특수한 중심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머니즘
은 단수 형태의 중심이 지닌 중심성을 헤게모니적 담론의 경우든 이에 대한 저항적 담론
의 경우든 거부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복수의 중심들을 인정하지만, 그런 중심들은 변이
가능하고, 유목적이며, 단명하는 것들로 본다.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들은 다원적
이고, 다중적이며,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포스트휴머니즘이 많은 관심을 끌고 주류에 올라서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
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사상가들은 인간영역 내에서 배태된 차이들을 다루지 않고 
“이국적인” 차이(예컨대 로봇, 생명공학적 키메라, 외계인 등)를 수용하는 데 초점을 둠
으로써, 페미니즘이나 반인종주의와 같이 인간 ‘주변부’로부터 발전된 연구들을 회피하려
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강조한 것처럼 포스트휴머니즘은 위계적 시스템 위에 서 있
지 않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입장을 정립할 때 타자성의 높고 낮은 정도란 없으며, 비인
간 차이들은 인간 차이들 만큼이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탈
이원론적이고 탈위계적인 양식에 따라 비인간 영역으로 초점을 확장해주는 관계적이고 
다중적인 사유를 위한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간 상상력의 경계를 근본
적으로 확장하는 포스트휴먼적 미래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방향과 관련하여 결론을 맺자면, 휴머니즘이 지배해온 근대사회는 인간중
심적인 가치들이 목표로 추구되면서 과학기술도 이에 봉사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산업자
본주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개발되고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는 이러한 ‘근
대화’가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를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대표하는 심각한 ‘인류세’의 현
실로서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찰과 반작용으로 2000년대 이후 포스트휴머니즘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추구하는 목표는 탈인간중심적인 가치들
이며, 이를 통해 인류세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간
영역 내의 다면적 위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비인간의 확고한 위계(그리고 이에 기초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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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극복하려는 것이 바로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인간중심주의이다. 한마디로 포스트휴머
니즘은 ‘근대화’가 아닌 ‘생태화’를 통해 지구의 생태위기와 인간간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세 시대에는 과학기술도 더 이상 경제성장과 산업자본주의에만 봉사
하지 말고 ‘생태화’에 봉사할 수 있는 탈인간중심적인 과학기술, 즉 지구에서 인간과 비
인간이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데 기여하는 과학기술로 환골탈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
야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대 비관주의라는 휴머니즘시대의 양 극단을 벗어
나, 진정으로 인간과 지구의 미래에 봉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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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소셜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역량을 
배우려고 하는 인문사회과학도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관심은 ‘컴
퓨팅’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뛰어난 
컴퓨팅 역량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무슨 분석’을 할지, ‘왜’ 그 분석을 해야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
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 부분 별개의 문제이다. 한 마디로 소셜 빅 데이터에 대한 이론
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과학은 모수(parameter)의 분포에 대해 특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과학의 일부 영역
에서는 모수의 분포를 ‘사회구조(social structure)’라고 파악하고 그것의 효과를 추적하는 연구의 
전통이 있지만, 그밖에는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암묵
적으로나마 모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가 많다. 양극화 혹은 불평등에 대한 이
론이 대표적이다. 부나 자산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자연스럽다는 가
정이 없다면 양극화를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위투표론(median voter theorem) 같은 선
거이론도 마찬가지이다. 유권자의 선호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중위값은 가장 많
은 투표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 항상은 아니더라도 종종 사회과학은 모수의 분포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암묵적 가정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계물리학이 온라인 데이터에서 power-law를 발견하고 활발하게 연구해온 것은 이미 20
년이 넘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게 되고, 그들이 가진 이론적 지식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정규분포를 전제로 만들어진 이론을 멱함수분포에 적용해도 되
는 것일까라는 이론적 질문이 생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논쟁적일 수 있겠으나, 만약 안 
된다는 답이 얻어진다면 사회과학은 온라인 사회를 위한 이론을 다시 써야 하는 것일까?
다른 한편으로, 멱함수 분포는 온라인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소
셜 네트워크 자료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여기에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
셜 네트워크도 포함된다. 만약 정규분포를 전제로 만들어진 이론을 멱함수 분포에 적용할 수 없다
고 한다면, 사회과학은 오프라인 사회를 위한 이론도 다시 써야 하는 것일까?
이 발표는 위의 질문을 포함하여 사회과학과 네트워크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 때 사회과학자가 가
지게 되는 몇몇 이론적 질문과 단상, 그리고 사회과학의 변화 방향에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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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est in social big data is at an all-time high, and the demand for acquiring 

computing skills necessary for analyzing such data is rising rapidly among student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problem with this trend is that most such 

students fail to look beyond computing itself. It should be stressed that acquiring high 

levels of computing skills is only one part of the picture. The other important part is 

being able to know what data to analyze,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why such 

analysis is required, and derive meaningful interpretations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In a nutshell, this requires a theoretical approach to social big data.

Do social sciences have particular assumptions about distribution of parameters? 

Some domains of social sciences have developed a tradition of construing parametric 

distributions as social structures and tracking down their effects. Other than that, 

social sciences have lacked attempts at systematic structuring. Often, it is postulated 

without being stated that the distribution of parameters follows a normal distribution. 

Cases in point are theories about bi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the absence of the assumption that it is desirable or natural for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assets to following a normal distribution, there would be no need for 

worrying about bipolarization. The same can be said of median voter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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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The median is not a point where most votes can be garnered unless we posit 

that voters’ preferences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As such, social sciences 

often, if not always, operate on the tacit assumption that the distribution of 

parameters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Nevertheless, two decades have already passed since statistical physics 

discovered power law in online data and began using it actively. Social scientists 

are often asked to explain various phenomena taking place online, and they rely 

on their theoretical knowledge to provide the best answers they can come up 

with. This begs the question of whether theories built on the assumption of a 

normal distribution can be applied to power-law distributions. Answering this 

questions can be highly debatable, but if the answer is ‘no’, would that mean 

social sciences should start writing new theories for online data. 

Incidentally, power-law distributions are found not only in online data but also in 

other types of data including social network data, not only online but also offline 

as well. If we cannot apply theories built on the assumption of a normal 

distribution to offline social networks, would that mean we will have to write new 

theories for that, too?

This presentation will address not only this but other theoretical questions a social 

scientist comes to face when crossing back and forth between social and 

network science and offer personal thoughts on the direction of change in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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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이 논문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류학자로서 그리고 연구의 학술적 성과

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분야의 한국연구 연구자로서, 본인의 논문은 이제까지의 연구를 벗어

나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핵 개발, 특히 2017-2018년의 핵폭발에 대해서는 광범위하

게 논의되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글로벌 이슈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대화를 핵의 미래에 대

한 토론으로 바꿔보는 방법으로, 나는 기후변화와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에 관한 실

존적 문제와 “인류의 파멸”에 관한 저술과 함께 “핵시대의 인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단순히 단기적 출구나 비현실적인 이상과는 대조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것은 현실을 모두 드러내 보고 진행시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분석하는 스타일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이다. 나는 사물, 실체, 실재 등과 같은 현상(現象)에서 시작하여 그 안에 포함된 내재적 물

질과 윤리적 가능성은 무엇인지 펼쳐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현상은 본인이 북한 핵무기의 실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때,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지적(知的) 논의는 이와 동일한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은 “아니오”이며, 적어도 “예”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매우 특정된 사실에 근거한 서울, 워싱턴 등의 대학과 싱크탱크에서 나온 현실주의 정치학

의 엄청난 양의 정책분석은 무엇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감추는 것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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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즉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함으로써 과거의 상황으로 시계를 되돌리고, 문제를 가장 비파괴

적인 방법으로 봉합하거나 핵의 미래에 있어 북한 핵무기가 의미하는 바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면 무엇이라도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인 인본주의적 반응

에서 나오는 대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편이지만, 이러한 인본주의적 반응이 필요하나 충분

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라는 정치적인 상상물로서의 괴물을 외국에

서 찾으려 하는 미국의 신제국주의가 내뱉는 판에 박힌 비판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핵문제에 

의해 유발되는 특정한 관계를 단순하게 일반화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을 연구하는 여러 동료

들은 서양의 미디어 대부분이 북한을 엉뚱한 나라로 보고 악마화하는 것에 대항하여 북한의 

문화, 북한에 대한 기억, 북한이 역사적 원인 때문에 가지는 감정, 그리고 북한정치의 경로의

존성(path-dependencies)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을 다시 설명의 대상으로 만들고, 핵개발로 초래될 더 광범위한 결과를 부정해야 

될 수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성, 실현 방도, 그리고 보유 핵 공개 등의 현상을 

달리 축소시키지 않고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선 세계 핵(비)확산 체제에 북한이 진입하게 되

고 이 문제를 다루는 여러 나라들의 방식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개발 목표에 대

해 솔직해 졌고,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나라처럼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할 

동등한 근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은 최근의 어떠한 상황에서 보다도 현재의 핵 

비확산체제에 대하여 경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며, 모호한 “현실주의적 태

도”를 보이기도 한다. 원자력과학자 회보(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2018년 

운명의 시계(Doomsday Clock)를 1953년 이후 자정 2분 전으로 맞추었다. 운명의 날이 2분 

앞으로 다가온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핵개발을 자랑스럽게 떠든 것이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가 새롭게 핵무기경쟁을 했고, 다른 핵보유국 혹은 핵예비

보유국의 행동이 있었고, 기후변화 또한 그 원인이었다. 나는 북한을 지구상의 별종으로 보는 

분석을 그대로 베끼기 보다는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정밀한 시계장치같은 분석적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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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presents several things at once. On a personal level, as an 

anthropologist and as a practitioner of Korean studies in a place where that 

remains a relatively marginal academic undertaking, it is an attempt to think 

outside my normal lan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its 

nuclear breakout of 2017-18, has been extensively discussed, but not, I contend, 

with sufficient attention to the rare opportunity it offers for serious consideration of 

nuclear programs and weapons as a global issue. As a way of shifting this 

conversation toward a discussion of nuclear futurity as such, I draw upon 

scholarship in the “nuclear humanities,” along with other “apocalyptic humanities” 

writings concerned with parallel existential issues surrounding climate change and 

the Anthropocene.

What I propose to offer, in contrast to simply a short-term way out or to an 

untethered ideal, is an analytic: a way of opening up the existing, a method or 

design for proceeding. And with apologies for speaking in somewhat abstract 

terms, the style of movement of this analytic is one of disclosure. I want to start 

with phenomena—things, entities, actualities—and unfold the immanent material and 

ethical possibilities they contain.

The phenomenon with which I want to begin is what I call the actu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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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nuclear weapons. One may well ask, aren’t most intellectual 

engagements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ncerned with this same 

actuality? To me, the answer is no, or at least not enough. The vast reams of 

policy analysis emanating from universities and from think tanks in Seoul, 

Washington, and elsewhere, grounded to a significant extent in the very particular 

realism of realist political science, are mostly concerned with closure rather than 

disclosure: with turning back the clock to status quo ante by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with containing the problem in the least disruptive 

way possible, or otherwise with doing anything they can to minimize the 

implications tha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have for nuclear futurity as such. 

While I am somewhat amenable to the alternative of conventional critical humanistic 

responses to the issue, I tend to view them a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Simply 

to take up a ready-made critique of U.S. neoimperialism, abroad in search of 

monsters with its enabling political imaginary of terrorists and “rogue states,” 

genericizes the particular relationalities prompted by nuclear questions. Many of my 

colleagues in Korean studies are meanwhile engaged in a project of foster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culture, memory, historically-rooted 

perceptions, and thus the path-dependencies of its politics, as against the 

exoticization and demonization of the country in much Western media. This needs 

to be done, but it can have the effect of, again, reproducing North Korea as an 

explanandum and foreclosing wider entailments of its nuclear development.

Foregrounding instead the actualit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 

pathway of its realization, and the discourse of its possession—rather than reducing 

these phenomena to something else—I will argue discloses first and foremost a 

critical entrée into the global regim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he way in 

which various countries address and are interpellated within it. Because North 

Korea became so forthright about its nuclear aims, because it asserts equal 

grounds to possess nuclear weapons as any other country that contends that its 

are somehow more legitimate, its actions expose the pieties, silences, and dubious 

“realisms” at the heart of the present nonproliferation regime more thoroughly than 

any other recent development.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began 2018 by 

advancing their Doomsday Clock to two minutes before midnight, a setting last 

reached in 1953. North Korea’s loud and proud nuclear development was one 

stated reason, but others included a renewed nuclear arms r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actions of other nuclear and would-be nuclear 

states, and climate change. Rather than replicating a form of analysis that treats 

North Korea as sui generis, I want us to insist on an analytic that uses the North 

Korean nuclear arc as a way into the clockwork connecting all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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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핵시대의 인문학

로버트 오펜하임 (미국 텍사스대학 오스틴캠퍼스 교수)1)

더욱 원대한 무언가에서 비롯된 본 논문은 나의 기존 접근법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적
용하였다. 북한의 핵개발과 특히 2017~18년의 핵 도발은 지금까지 상당한 논의가 있었
지만 단언컨대 글로벌 이슈로서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이 흔
치 않은 기회에는 충분한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 핵의 미래에 대한 논의 방향으로 대
화를 끌고가기 위해 나는 마찬가지로 실존적 문제인 기후변화 관련 ‘종말론적 인문학’ 글
과 더불어 ‘핵 인문학’ 관련 학식을 이용하였다.

몇 가지 단서를 설명하겠다. 우선 본 논문은 특히 독창적이지 않다. 대체로 나는 다른 
이들이 먼저 내놓은 분석의 확장을 시도했다. 실제로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이 논
문 상의 내용 대부분은 명백하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고 내가 봤을 
때 ‘인간 가치’와 관련 있는 이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설 때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관계를 바꾸는 일이다. 이는 정책 논문을 
의도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 두 걸음 물러나 바람직한 일의 틀을 잡으려는 행위이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분석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것을 끄집어 내는 방법, 진행을 위한 방
법 또는 계획을 말한다.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의 방식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나는 현상, 다시 말해 사물과 실체, 현실
을 가지고 시작하고, 내재하는 물질과 그것이 담고 있는 윤리적 가능성을 펼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핵 인문학’ 또는 ‘종말론적 인문학’ 관련 기존 학식을 이
용하여 설명하려 한다. 조셉 마스코(Joseph Masco)는 미국 ‘핵시설’의2) 인문학자이다. 
마스코의 글 중에서 변위가 가능한 방식의 분석으로 설명한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마스
코는 1963년에 체결된 제한적핵실험금지조약(LTBT)의 모순과 내재된 가능성을 설명했

1) Paper presented for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19, Andong, Korea. Please do 
not cite without permission.

2) See Joseph Masco (2006), The Nuclear Borderlands: The Manhattan Project in Post-Cold War 
New Mexico; Masco (2014), The Theater of Operations: National Security Affect from the Cold 
War to the War on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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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냉전시대의 핵 군비경쟁’과 구체적으로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 미국과 구 소
련이 진행한 일련의 핵실험은 지상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낙진의 전세계적 확산을 추적
하기 위한 목적의 ‘지구과학 연구에 대한 전례 없는 약속을 낳았다’고 언급했다.3) 그러므
로 마스코 입장에서 LTBT는 경쟁적 비전을 드러냈다. 그 중 한 가지가 ‘취약한 생물권
에 초점을 맞춘’ 인간(및 비인간) 안보의 ‘탈국가적인’ 글로벌 미래이다.4) 하지만 대체로 
LTBT는 이 잠재력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지상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
들이 지닌 이점을 바탕으로 핵 독과점 내에서 민족주의적 핵의 미래라고 하는 경쟁적 비
전을 영속시켰다.

핵실험 금지의5) 차별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북한 핵실험에 적용하는 것도 분명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마스코의 분석은 전세계 핵보유국들의 서로 다른 개발사가 제시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볼 때 마스코의 변증법
적 방법을 최초의 전세계적 핵군비통제협정에 대한 분석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
한 분석으로 바꾸는 것이 유용하다.

NPT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비통제 조약’으로 불린다.6) 이는 NPT가 지닌 노골적
으로 ‘차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공이다.7) 잘 알려진 대로 NPT는 핵무기 보유
국과 비보유국을 구분한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가로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원자력 개발 권리를 보장받는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는 개념상 일시적인 지위
에 불과하다. 이들 또한 ‘핵군축’을 목표로 ‘성실하게 협상’을 수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NPT 조인국은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국의 ‘지상이익’이 위협받
게 될 경우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바로 이 조항과 추론을 근거로 하여 북한은 
2003년에 NPT 탈퇴를 발표했다.8) 다니엘 조이너(Daniel Joyner)와 같은 NPT 비판론자
들은 ‘비확산 원칙에 불균형적으로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평화적 사용 및 군축 원칙
에는 부당하게 낮은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조약의 균형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

3) Masco, Theater, p. 79.
4) Masco, Theater, p. 92
5) That is, both the LTBT and the Comprehensive Test Ban that followed.
6) Roland Popp (2017), “Introduction: Small and Middle Powers in the Emergence of a 

Discriminatory Regime.” In Negotiat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rigins of the 
Nuclear Order, Roland Popp, Liviu Horovitz, and Andreas Wenger eds. New York: Routledge, 
p. 1.

7) Popp, “Introduction,” p. 1.
8)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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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다.9) NPT에 내재된 이 같은 긴장은 LTBT가 드러내고 있다고 마스코가 주장한 것처
럼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유사한 변증법적 분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NPT 내에서 세계
주의적, 평등주의적인 지평을 고집하는 정치는 또 다른 버전의 글로벌 핵군축 정치일 것
이다. 단순히 이러한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유혹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핵군축을 지지하
는 주장 상당수는 핵 독과점국들과 기본적인 분배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이 비전에 따
라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차별은 최후의 핵폭발이 있어야만 사라질 것이다. 이
러한 개념상의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그에 상응하는 기후변화 인문학에서의 탄소 
분배의 정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논점은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의 저서 『대착란 The Great Derangement』
과 특히 저자가 아시아에 부여한 역사적·개념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10) 시간관계상 
이를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기본 요점은 한 단계 해석을 거치면 고시의 주장은 핵군축
으로 가는 길에 분배를 재고할 수 있는 중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
은 지속가능성, 지속불가능성 및 결함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다
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클럽의 불청객으로 등장했다는 이유로 핵 질서가 갑자기 
지속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도와 중국이 탄소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고 주장하는 것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북한을 비롯한 소
수의 불청객들을 몰아내야만 회복시킬 수 있는) 글로벌 핵 평화를 위협하는 약소한 정권
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 그 자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고시와 마찬가지로 ‘부의 재분배’에 ‘글로벌 권력의 재조정’11)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면 핵무기의 전세계적인 재균형(핵무기 폐기 포함)에 다른 힘과 강압 수단의 전세계
적인 재분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시 입장에서 형평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진국 국민들이 누려온 수십년을 만회하기 위해 개도국 국
민들이 탄소배출량을 늘리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비핵화 과정에서의 형평
성에는 핵무기의 확대와 축소 모두가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
지만 군사력의 더욱 폭넓은 재분배 없이는 지구상 최후의 핵무기가 미국 또는 러시아의 
핵무기가 되는 것만큼 북한의 핵무기가 되는 것이 타당해진다. 어쩌면 더욱 타당할 지도 

9) Daniel H. Joyner (2011), Interpret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

10) Amitav Ghosh (2016), 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g. pp. 90-92.

11) Ghosh, Derangement,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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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핵 인류학과의 최종적인 접목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다른 분석을 제공한다. 인도의 핵 

프로그램 역사를 고려하여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을 연구
하는 이티 아브라함(Itty Abraham)은 국가들이 왜 핵무기를 추구하는가의 질문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적’ 해석에 반대 주장을 펼치고, 식민지 통치를 벗어난 인도 
정부의 프로젝트에서 핵 과학이 차지하는 이념적 중요성과 인도의 최종선택을 결부시키
는 탈식민 분석을 지지한다.12) 이에 아브라함은 ‘핵무기는 어떻게 폐기하는가?’라는 질문
에서 ‘욕망의 대상인 핵무기는 어떻게 폐기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의 입장에
서 핵 폭발물은 핵 프로그램과 눈에 띄게 얽혀 있고 이는 결국 ‘상위 공공기술 프로젝트
들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 이들 프로젝트 모두가 무기와 관련이 있거나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13) 북한의 핵개발 및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술주의
와 산업주의가 갖는 중심성은 오히려 다른 탈식민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더욱 일
관적이었다.1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필요한 일은 궁극적으
로 이념적이거나 심지어 문화적이다. 만약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이 국가 현대화 프로젝
트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핵무기의 확산을 줄여 나가는 정책, 즉 핵확산 방지 정책은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15) 필요한 것은 핵 폭발물을 전형적인 업적으로 
이상화하지 않는 현대적 존재의 유형들, 어쩌면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적 존재의 유형들
을 집단적으로 창조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문화적 변화를 착수하고 만들어 
가는 일은 현재 핵무기가 지닌 힘 뿐만 아니라 그 유의성까지도 독점하려 하는 국가들의 
의무이다. 북한과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 원자력, 로켓 등 무엇이든 부정하는 것이 
현대성 측면에서 이류국가로의 격하를 의미하는 한 그와 같은 부정은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인간의 삶 그 자체를 크게 바꿔 놓거나 끝낼 잠재력이 있는 위협, 핵무기 
및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가능한 윤리적 미래라는 질문을 반영하려는 인문학적 노력으로
부터 영감을 얻었다. 이들 분석을 통해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최근의 분명한 현실은 핵
무기를 관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모순 해결에 안주하게 된 국제체제에게 ‘극단적’인 사

12) Itty Abraham (1998), The Making of the Indian Atomic Bomb: Science, Secrecy, and the 
Postcolonial State. New Delhi: Orient Longman, pp. 17-30.

13) Abraham, ”Ambivalence,” p. 51.
14) See particularly Cheehyung Harrison Kim (2014), “North Korea’s Vinalon City: Industrialism 

as Socialist Everyday Life.” positions, vol. 22, no. 4.
15) Abraham, “Ambivalence,”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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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생산적인 충격’ 효과를 주었다.16) 북한을 유례없이 일탈적인 정권으로 바라보는 이
들도 있음을 잘 안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북한과 반복하는 국가들 내에
서 핵개발 야욕을 계속 은닉하려 하는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으니 말이다. 북한은 자국의 핵야
욕에 지나치게 솔직했고,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가 어떻게든 더욱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같은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
문에 북한의 행보는 최근의 다른 어떤 상황보다 더 철저하게 현 비확산체제의 중심에서 
경건함과 침묵 및 모호한 현실주의를 드러낸다. 만약 이러한 틀에 대한 북한의 거부 조
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더 나은 거부 방법을 찾는 것이다. 
누군가는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길 기대하는 한편 북한 핵무기를 계기로 핵의 미래에 
관한 더욱 폭넓은 윤리적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랄 것이다.

16) Joseph Masco (2012), “The End of Ends.”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85, no. 4, pp. 1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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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nd the Nuclear Humanities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SA)1)

This paper, which of course stems from something larger, represents an attempt to 

think outside my normal lan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its 

nuclear breakout of 2017-18, has been extensively discussed, but not, I contend, with 

sufficient attention to the rare opportunity it offers for serious consideration of nuclear 

programs and weapons as a global issue. As a way of shifting this conversation toward a 

discussion of nuclear futurity as such, I draw upon scholarship in the “nuclear humanities,” 

along with other “apocalyptic humanities” writings concerned with parallel existential issues 

surrounding climate change.. 

Allow me to give some qualifications. For one, this paper is not especially 

original. For the most part I seek to extend analyses first offered by others. Indeed, to me 

and perhaps to many, much of what I write here is obvious. But it is also significantly 

unsaid in public, and it seems to me that one central role that those concerned with 

“human value” must have in confronting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to 

change the relationship of what is sayable and what is not. This is also not meant to be a 

policy paper, but rather something a step or two back, an act of framing the desirable. 

What I propose to offer is an analytic: a way of opening up the existing, a method or 

design for proceeding. And with apologies for speaking in somewhat abstract terms, the 

style of movement of this analytic is one of disclosure. I want to start with phenomena―

things, entities, actualities―and unfold the immanent material and ethical possibilities they 

contain. 

1) Paper presented for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19, Andong, Korea. Please do 
not cite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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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noted previously, I hope to do this by working through existing scholarship in 

what I call the “nuclear” or “apocalyptic humanities.” Joseph Masco is an anthropologist of 

the U.S. “nuclear complex.”2) There is one moment in Masco’s writings that I want to 

forward as articulating a transposable style of analysis, namely, his examination of the 

contradictions and immanent possibilities of the 1963 Limited (Nuclear) Test Ban Treaty 

(LTBT). He notes that “the Cold War nuclear arms race,” and specifically the series of 

nuclear test explosion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and USSR in the 1950s and early 

1960s, “produced an unprecedented commitment to research in the earth sciences,” one 

designed to track the global distribution of radioactive fallout from above-ground testing.3) 

Thus for Masco, the LTBT disclosed competing visions. One was of a “postnational,” 

global future of human (and nonhuman) security “focused on a fragile biosphere.”4) Yet in 

general the Limited Ban did not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is potential, but rather 

perpetuated a competing vision of nationalist nuclear futures within a nuclear oligopoly 

based on the advantage possessed by states that had already undertaken above-ground 

testing. 

It would certainly be possible simply to apply this understanding of the 

discriminatory effects of the test ban(s)5) to the DPRK’s own testing. Yet Masco’s analysis 

does not centrally engage problems presented by the different developmental histories of 

nuclear states in the world. In consideration of such issues, it is useful to transpose 

Masco’s dialectical method from an analysis of the first worldwide nuclear arms control 

agreement to the second, namel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The NPT has been called “the most successful arms control treaty in history.”6) 

2) See Joseph Masco (2006), The Nuclear Borderlands: The Manhattan Project in Post-Cold War 
New Mexico; Masco (2014), The Theater of Operations: National Security Affect from the Cold 
War to the War on Terror.

3) Masco, Theater, p. 79.
4) Masco, Theater, p. 92
5) That is, both the LTBT and the Comprehensive Test Ban that followed.
6) Roland Popp (2017), “Introduction: Small and Middle Powers in the Emergence of a 

Discriminatory Regime.” In Negotiat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rigi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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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ccess has occurred despite the NPT’s explicitly “discriminatory” character.7) As is 

well-known, the NPT distinguishes between nuclear-weapons and non-nuclear-weapons states. 

But in exchange for not possessing weapons, non-nuclear-weapons states are promised the 

right to develop nuclear energy. Moreover, the status of the nuclear-weapons states is 

conceptually only temporary, as they also promise to undertake “negotiations in good faith” 

toward “nuclear disarmament.” Finally, signatory states are granted the right to leave the 

treaty should “extraordinary events” jeopardize their “supreme interests,” which is precisely 

the clause and the reasoning cited by North Korea when it announced its NPT withdrawal 

in 2003.8) Critics of the NPT such as Daniel Joyner point to a distortion of its balance “in 

favor of a disproportionate prioritization of non-proliferation principles, and an unwarranted 

under-prioritization of peaceful use and disarmament principles.”9) These immanent tensions 

within the NPT offer the possibility of a similar dialectical analysis of futurist visions as 

Masco argues that the LTBT discloses. A politics of insisting upon the globalist, egalitarian 

horizon within the NPT would be one or another version of a politics of global nuclear 

disarmament.  It is tempting simply to endorse one. Yet many arguments for global 

disarmament share with nuclear oligopolists a basic distributional vision according to which 

discrimination between nuclear-weapon and non-nuclear-weapon states will vanish only with 

the last nuclear explosive. To address this conceptual foreclosure, I want to look to a 

parallel consideration, in the humanities of climate change, of the distributional politics of 

carbon.

My discussion centers on Amitav Ghosh’s The Great Derangement, and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and conceptual role he assigns to Asia.10)  Time does not permit 

Nuclear Order, Roland Popp, Liviu Horovitz, and Andreas Wenger eds. New York: Routledge, 
p. 1.

7) Popp, “Introduction,” p. 1.
8)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9) Daniel H. Joyner (2011), Interpret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
10) Amitav Ghosh (2016), 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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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to go through this, but the basic point is that, translated one step over, Ghosh’s 

reflections suggest critical possibilities for reconsidering distribution on the path to 

disarmament. They challenge ingrained notions of sustainability, unsustainability, and fault: it 

makes no more sense to claim that the nuclear order has suddenly become unsustainable 

now that North Korea has appeared at the club door uninvited than it does to claim that 

India and China have made the carbon economy unsustainable. Viewed through this lens, 

North Korea becomes not a marginal disruptor of global nuclear peace, restorable if only it 

and a few other undesirables are given the boot, but instead the sign of an inconvenient 

truth about that peace itself. And if with Ghosh we insist that a “redistribution of wealth” 

must go along with “a recalibration of global power,”11) then it becomes logical to argue 

that a global rebalancing of nuclear weapons (including to their elimination) must 

necessarily be accompanied by a global redistribution of other means of force and 

compulsion. And just as equity, for Ghosh,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citizens of 

the developing world must never expand their carbon emissions in order to pay for the 

decades in which citizens of the developed world have enjoyed theirs, equity on the 

pathway to nuclear zero might involve both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nuclear 

arsenals in the meantime. Scandalous though it may be to say, without a broader 

redistribution of military power it makes just as much sense for the last nuclear weapon on 

Earth to be North Korean as it does for it to be American or Russian. Perhaps it makes 

more.

A final encounter with the nuclear humanities offers a different analytic for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Considering the history of India’s nuclear program, the STS 

scholar Itty Abraham argues against “realist” interpretations that naturalize the question of 

why states seek nuclear weapons in favor of a postcolonial analysis that ties India’s 

eventual choice to the ideological significance of nuclear science in the projects of the 

postcolonial Indian state.12) Abraham thus shifts the question from “how does one eliminat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g. pp. 90-92.
11) Ghosh, Derangement,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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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weapons?” to “how does one extinguish nuclear weapons as objects of desire?” For 

him, nuclear explosives are notably entangled in nuclear programs, which in turn are “best 

understood as one of a larger family of public technology projects, not all of which are 

weapons-related or have destructive ends.”13) The centrality of technologism and 

industrialism to the North Korean project of development and modernity has, if anything, 

been more consistent than in other postcolonial or socialist states.14)

What, then, is to be done? For Abraham, the required task is ultimately ideological 

or even cultural. I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rograms are so deeply embedded in 

projects of national modernity, “then a policy that seeks to reduce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counterproliferation―must take that ‘fact’ seriously.”15) What is necessary is the 

collective creation of modes of modern being, and perhaps more specifically modes of 

technological being, that do not idealize nuclear explosives as among their quintessential 

achievements. Furthermore, it behooves those nations that currently seek to monopolize not 

only the force but also the meaningfulness of nuclear weapons to initiate and model this 

cultural shift. As long as the denial of nuclear weapons, nuclear power, rockets, or 

whatever else to countries like North Korea means their relegation to modernity’s second 

league, it will be difficult to make this denial stick. For desire not to run in these 

channels, we must dig others.

This paper has taken inspiration from efforts by humanities scholarship to engage 

the question of possible ethical futures posed by threats, nuclear weapons and climate 

change, that have the potential to end or drastically alter human life itself. In dialogue with 

these analyses, the recent manifest reality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has served the 

role of an instance of “extremity,” a “productive shock” to an international regime of 

12) Itty Abraham (1998), The Making of the Indian Atomic Bomb: Science, Secrecy, and the 
Postcolonial State. New Delhi: Orient Longman, pp. 17-30.

13) Abraham, ”Ambivalence,” p. 51.
14) See particularly Cheehyung Harrison Kim (2014), “North Korea’s Vinalon City: Industrialism 

as Socialist Everyday Life.” positions, vol. 22, no. 4.
15) Abraham, “Ambivalence,”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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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about and managing nuclear arms that has grown complacent about addressing its 

own contradictions.16) I am fully aware that there are some who view the DPRK as 

uniquely aberrant. I do not agree, but the larger point is that it does not matter―North 

Korea can be as bad as you want it to be―if our aim is to critique a system that will 

continue to secrete nuclear ambition within those countries at odds with it. Because North 

Korea became so forthright about its nuclear aims, because it asserts equal grounds to 

possess nuclear weapons as any other country that contends that its are somehow more 

legitimate, its actions expose the pieties, silences, and dubious “realisms” at the heart of the 

present nonproliferation regime more thoroughly than any other recent development. If we 

do not like the terms of North Korea’s refusal of this framework, then the necessary task 

is to find ways to refuse it better. One may hope for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o 

disappear while also wishing not to squander the opportunity for a broader ethical 

conversation about the nuclear future that they offer.

16) Joseph Masco (2012), “The End of Ends.”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85, no. 4, pp. 1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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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가치의 퇴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과거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려

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우리 시대에도 과거와 다름 없이 이러한 노력이 있으며, 안

동에서 열리는 인문가치 포럼이 이를 입증한다. 공유하는 가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찰함

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과거를 영감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런 의미

에서 이번 포럼의 목표에 박수를 보낸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질문은 한국의 전통 

속에 현재의 상황에 적절한 윤리를 만들어 내거나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또는 세계

화를 감안할 때 더 보편적인 것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교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분명한 방법은 유교가 이런 점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된 용어인 유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특히 조선시대에 번성했던 한국 문화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점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인의 잠정적인 결론은 한국 사회의 특정 가치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유교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거의 유교적 가치가 좋

은 사회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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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formulate or maintain ethics that fit our present circumstances, or whether due to 

globalization something more universal is needed. As Korea is often supposed to 

be the most Confucian nation of East Asia, an obvious path 

to an answer to such questions is an examination whether Confucianism might 

play a role in this respect. A first task will then be to determine what 

Confucianism, a term that has been used loosely to designate a wide variety of 

phenomena, exactly stands for. This problem will be briefly considered from the 

vantage point of studies of Korean culture,

particularly as it flourished in the Joseon period. My tentative answers will suggest 

that certain values are less representative of Confucianism than is often assumed, 

but also that in other ways the Confucian past has created a solid bedrock for a 

goo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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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가치: 해외 한국연구자의 개인적 견해

보데왼 왈라번 (레이던대학교)

변혁의 시대를 살다 보면 특히 사회와 관습의 변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진
행된다고 인식될 때 사람들은 과거에서 도덕적인 지침을 찾으려 하는데 이는 당연한 일
이다. 지난 150년 동안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에게 종
종 큰 시련을 안겨 주기도 했다. 내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이 1973년, 오늘날의 한국
을 보며 그 때를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만난 
사람들이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을지 생각하면 정말 경외감을 느
껴질 정도이다. 당시 내가 머물던 가정집의 할머니 연세가 90세, 할머니는 갑신정변 (甲
申政變)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나셨고 동학농민운동 (東學農民運動) 및 1차 중일 전쟁 
(1894-1895)까지도 목격하셨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때로 기독교 또는 공산주의와 같이 완전
히 새로운 가치관들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기도 했는데 현실에서는 새
로운 아이디어가 오래된 아이디어에 접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예로 초기 신교도 교
부였던 최병헌 (崔炳憲)은 맹자를 통해 기독교 가르침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1) 반대로 전
통적인 가치들이 재평가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큰 변화의 시대에 오래된 가르침들이 새
로운 울림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학자로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
에 대한 토론은 모두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되며, 특정 가치관이 어느 정도까지 사회에서 
실천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자
는 이번 발표에서 기독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다루지 않고, 불교도나 기독교인들까지
도 유교도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유교에 대
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2)

한국 문화에서 유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1) 백종구, 한국의 기독교 신앙 구축:  초기 신교도 포교활동과 최병헌 (Leiden: Boekencentrum, 1998), 
p. 184.

2) 예, 길희성 “한국 종교 연구의 의미?”, 한국 종교 학회 저널  vol. 1, nrs. 1 & 2 (2010), p. 18: “한국의 
불교도는 모두 유교적 불교도이며, 한국의 기독교인은 모두 유교적 기독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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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문명화 과정에서 유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 역시 주장해왔으며 여기에서 
문명화 과정은 노버트 엘리아스가 정의한 바와 같이 사회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 지고 
사회가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 관습이 발전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
다.3) 그러나 이것이 꼭 유교가 이러한 과정을 촉발했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과정은 여
러 문화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고, 유교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방법을 결정하고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분명 한국 역사에서 유교를 빼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의 유교화 정도에 대해 질문
을 던지곤 한다.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화’를 저술한  저자 마티나 도이힐러박사는 이 책
이 출판되고 몇 년 후 열린 국제회의 자리에서 저자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18세기 안동 
선비는 유교학자의 ‘탈’을 쓴 불교도였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나는 이 ‘탈’을 쓴 이란 표
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단순화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초기 나는 한국 유교화가 
20세기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18세기경에 이러한 과정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불교도들이 충효의 미덕에 대해 
칭송하며 유교의 윤리를 채택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미덕을 실
천하게 되면 정토 [Amitābha]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는데 사실 유교의 세계관에
서는 이러한 정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100% 불교도가 되는 것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충효가 더 이상 유교만의 미덕이 아니라 한국인
의 전반적인 미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교의 권위가 희석되었다는 사실이다.4) 

또한 아직 유교가 여전히 정통성을 인정받는 지배적인 사상으로 사회 전반을 지
배하던 조선 후기 현실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종교적인 다원주의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특히 19세기의 경우에는 사회 지배 엘리트층에서조차 정통 유교교리의 틀에서 
벗어난 믿음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징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지 사례가 궁중 
뿐 아니라 수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관우 (關羽) 교단이다.6) 이 종
파는 유교의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정통 유교 윤리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들도 가
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19세기 (또는 그보다 더 빨리) 유교화가 쇠퇴했거나 속도가 

3) 보데왼 왈라번 “문명화 과정으로서 한국의 유교화”, 한국학 중앙연구원(comp.), 유교의 보편적 본질과 특
수한 본질 (성남, 1994), pp. 535-556.

4) 보데왼 왈라번, “불교의 유교수용 및 유교화의 한계,” 한국 종교 학회 저널 vol. 3, nr. 1 (2012), pp. 
105-116.

5) 보데왼 왈라번, “조선시대의 다종교사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함의”, 『2017 세계청년유림대회 - 유교사회
에서의 개혁과 혁신』(안동: 안동청년유도회, 2017), 69-84.

6) 보데왼 왈라번, “종교와 도시: 19세기의 서울”,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3, No 1 (2000), pp. 
17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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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해졌다는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유교가 정통적인 주희 (朱熹)를 따라 공부해야 하는 과
거라고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상실하게 되자 동학이나 천도교, 여러 증산교파, 원불교, 
기독교 (카톨릭과 개신교)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유교의 제도적 쇠퇴가 21세기에 맞는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에 유교
가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만을 등
에 업고, 또 엘리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희를 공부해야 하는 경우 계속 지배
적인 철학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 유교학자
들이 종종 그랬듯이 계속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 배척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유교의 
가치관이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 상황이 유교가 절대
적인 우위를 누리기 보다 종교적 다원주의로 가고 있음을 깨달은 덕분에 현대의 시류에 
맞는 유교적 가치로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한국의 지식인과 유림회 
(儒林會)에서 이미 이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관찰되었으며 성균관대 김비
환 교수는 이를 준엄한 선택이라고 했다. 김교수는 “유교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 한쪽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역사의 어두운 과거로 후퇴하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전통을 다
시 개조하여 현대 사회에 맞게 적응하는 길이다.”7)라고 했다. 유교에서 여러 방면으로 
체계적인 운동을 진행해 유교 문화를 보급하여 유교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없는 사
람들 사이에서도 유교가 퍼지게 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널리 퍼졌음을 보여준다.8)  
이러한 운동이 진행된 다양한 형태가 모두 유교적 가치관을 현대화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라고 가정하는 문제는 별개로 차치하고 나는 유교 사상 중에 정의로운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에 들어맞는 요소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영감의 원천이자 재해석 대상이 되는 유교 경전은 많지만, 나는 논어에서 오늘날 
시대에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짧은 문구를 발견하였기에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 한다. 논어 제 8권 23에 현대사회에 필수불가결한 ‘다양성에 대한 관용’에 대해 다룬 
권고 문구가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화이부동(和而不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
而不和)한다 “라고 했다9) 버튼 왓슨의 해석을 보자. “군자는 화합을 이루지만 주관을 버

7) 김비환, “현대 한국의 유교 전통과 정치,”미야지마 히로시 및 보데왼 왈라번 (편집.),어떻게 동아시아를 연
구할 것인가? (Edision NJ: 지문당, 2017), p. 162.

8) 유리 카플란, 2018. “의식예절의 동방 국가 재구축”: 예의 캠프, 서원 스테이, 현대 한국의 유교 재생.” 
성균관 동아시아 연구 저널18.1 (2018).

9) 공자, 논어, D.C. 라우 번역 (하몬즈워드: 펭귄, 1979), p. 122; 子曰,  君子和而不同 小人同而不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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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지는 않으며, 소인은 상대방에게 뇌동하기는 하지만 화합을 이루
지는 못한다” 10) 김비환 교수도 다원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비옥한 토양으로 이 구절을 
지목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군자는 본인의 주관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할 필요
가 있으며 이것은 바로 서구적인 특징 또는 현대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현대에 가장 적합한 유교 가치관은 아마 인 (仁), 다른 말로 자비심 또는 측은지
심이라 할 것이다. 다시 논어로 돌아가서 이 가치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구
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 8권 19 에 나오는 구절을 왓슨은 이렇게 번역했다. “번지
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답했다. “주변 사람을 대할 때 공손히 대하고, 일을 할 때 
정중하며, 타인을 대할 때 성실히 대하는 것이다. 오랑캐들에게 가더라도 인이라고 하는 
원칙은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11)  라우는 이 가르침에 대해 좀더 일반적인 특징을 
더해 이렇게 해석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충실하게 대하라 (與人忠)”.12)  왓슨의 해
석에서 보면 야만족을 대놓고 지칭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든다. 오랑캐라고 지칭하는 이 구절이 다문화주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감히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인 가치로서 인의 정신은 상호 존중을 증진하며, 서구와 현대 문화 특징으로 
간주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다루기 쉬운 가치이다. 사실 표현의 자유
라고 하는 탈이 때로는 비난이나 욕설의 구실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는 인의 정신에 자
유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의 정신이 사회의 모든 일원들에게 골고루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도 물론 중요
하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논어 제7권, 5 공자가 직접 말했던 부분이 아니라 인용 구문
에서 영감을 받았다. “군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실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이를 배려
하고 예의에 따라 대우하면, 사해(四海)안의 모든 사람들이 손위 사람이자 동생이라 할 
것이다.”13) 여기에서 마지막 구절은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혁명적인 느낌을 담고 있으
며, 펄벅은 이 구절을 (오역이 많은) 수호전 (水滸傳) 영문 번역본의 제목으로 삼았다. 

유교의 궁국적인 덕목인 ‘인’은 노력해 달성하고자 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한국 
역사에 있어서 (또한 그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나)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이 개념
은 19세기 또는 그 이전 실재 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학에 참여

10) 공자, 논어, D.C. 버튼 왓슨 번역, (뉴욕: 콜럼비아 대학 출판, 2007), p. 93.
11) 왓슨, p. 92.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不可棄也.
12) Lau, p. 120.
13) 왓슨, p. 81. 君子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 皆兄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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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민들의 생각을 분석하면서 배항섭 교수는 당시 사람들이 인정 (仁政) 즉, 인간적이
고 인자한 정부를 꿈꾸었다는 점을 지적했다.14) 이러한 기대는 정치와 사회에 상당한 영
향을 주었으며, 저자의 생각에는 아직도 한국인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태도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유교에 기인한 바 크며, 또한 
더욱 중요하고 귀중한 유교 전통과도 이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교에서는 모든 사람
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회와 밀접히 연관된 사회의 일원이라는 적극적 사회의식이 
있다. 이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환상에 불과하다고 마가렛 대처가 선언한 것으로 악
명이 높은 신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환영할 만한 해독제라 할 것이다. 유교는 또한 단일 
민족국가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국가가 단순히 지배하는 기제가 아니라 국가를 
본인과 긍정적으로 동일시하며 전체 국민에 의해 유지되는 실체로 보는 개념이다. 이러
한 동일시는 현대화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서구화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저자는 연구 결과 유교가 민족국가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 개념이 조선 후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15) 21세기 한
국시민이 서구에서 볼 수 없을 수준의 책임감을 느끼며 정열적으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면 이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유교 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 유교도들이 종종 보수쪽을 택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
만 저자는 간략하게나마 그리고 부족한 소견이지만 유교가 미래 발전의 기초를 닦았으
며, 재생과 변화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고 싶었다. 결론적으로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공자왈,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16) 

14) 배항섭, “동학 농민군의 정당화 기반 및 새로운 정치질서 인식,” Acta Koreana 16 (2), pp. 399-430.
15) 보데왼 왈라번, “가사, 소통과 여론,” 한국학 연구 저널 vol. 20.1 (2015), pp. 201-228, 및 “성역: 무당

의 노래, 엘리트 문화 및 국가,” 미야지마 히로시와 보데왼 왈라번 (eds.), How Shall We Study East 
Asia? (Edision NJ: 지문당, 2017).

16) Book II, 11, 子曰：溫故而知新. 버튼 왓슨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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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for the Future: A Personal Perspective

Boudewijn Walraven (Leiden University)

It is only natural to look at the past for moral guidance in times of great 
change, particularly if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and social mores is 
perceived as in many respects negative. The changes Korea has seen in the 
past century and a half have been truly staggering and often have imposed 
great suffering on the Korean people.  Having set foot on Korean soil for the 
first time in 1973, I often feel as if today it is a different world. Even when I 
had just arrived I was awed by the changes when I thought of the lives of 
people I happened to meet. I realized that the nonagenarian grandmother of 
the family with whom I stayed had been born around the time of the Kapshin 
Coup (甲申政變) or even earlier, and would have been alive and aware of what 
was happening during the Tonghak Farmers’ Movement (東學農民運動) and the 
first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With such dramatic changes it is 
inevitable for many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to reflect what are 
the values by which one should live. This may take the form of a choice for 
completely new values, such as those on offer in Christianity or communism, 
but in practice one often observes that the new ideas are grafted onto older 
ones. Thus, one of the earliest protestant apologists, Ch’oe Pyŏnghŏn 崔炳憲, 
used Mencius 孟子to convince his audience of the validity of Christian 
teachings.1) Conversely, traditional values may be revalued, which commonly 
also implies that in changed circumstances they acquire new connotation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these options and the discussions about 
them are all of equal interest, and it is also important to examine to what 

1) Jong-Koe Paik (백종구), Constructing Christian Faith in Korea: The earliest Protestant Mission 
and Ch’oe Pyŏnghŏn (Leiden: Boekencentrum, 1998),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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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t certain values actually have been put into practice and have 
transformed society. I will not discuss Christianity or socialism or communism 
in this brief presentation, however, but focus on Confucianism, which has 
been said to have exerted such an influence in Korea that even Buddhist and 
Christians in some sense deserve to be called Confucians as well.2)

 There is no doubt about the importance of Confucianism in Korean 
culture. I myself have argued that it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Korea’s 
“civilizing process” as it has been defined by the sociologist Norbert Elias, the 
process through which, when social configurations become more complex, 
social mores are adapted in such a way that society can function more 
smoothly.3)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Confucianism caused the 
process, which can be seen in various modifications in many cultures; rather, 
I would argue, it has decisively shaped and determined the way it unfolded.  
Obviously Korean history cannot be imagined without Confucianism. Yet 
among overseas students of Korean culture from time to time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the extent of the Confucianization of Korea. Martina 
Deuchler, the author of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years after 
its publication, during a discussion at a conference, went so far as to suggest 
that the eighteenth-century Andong sŏnbi she had studied intensively were 
Buddhists with a Confucian veneer. I do not like the metaphor of the veneer, 
which is too much of a simplification, but ultimately, after initially believing 
that the Confucianization of Korea was a process that went on into the 
twentieth century, I have come to believe that by the eighteenth century 
certain limits of the process became apparent. On the one hand one can point 
out that Buddhists had adopted Confucian ethics, praising the virtues of filial 
piety and loyalty, but on the other hand they believed that practicing these 

2) E.g., Hee-Sung Keel, “What Does it Mean to Study Korean Religion(s)?”,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1, nrs. 1 & 2 (2010), p. 18: “It is hardly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ll Korean 
Buddhists are Confucian Buddhists and that all Korean Christians are Confucian Christians!” 

3) Boudewijn Walraven, "The Confucianization of Korea as a Civilizing Process," in Academy of 
Korean Studies (comp.), The Universal and Particular Natures of Confucianism (Sǒngnam, 
1994), pp. 5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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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es would gain one admission to the Pure Land of Amitābha, which had no 
place in the Confucian view of the universe. The final goal was a hundred 
percent Buddhist. What had happened, one might conclude, was that filial 
piety and loyalty, no longer exclusively Confucian virtues, had become general 
Korean virtues, thus diluting the overall dominance of Confucianism.4) 

One may also argue that in the Late Chosŏn period, while Confucianism 
still was the dominant orthodoxy, in practice there was a considerable degree 
of religious pluralism.5) Particularl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re were many 
signs that even among the elite there was great interest in beliefs that did not 
fall squarely within the confines of Confucian orthodoxy. One example is the 
cult of Kwan U 關羽, which enjoyed the support of the court but also of great 
numbers of the other inhabitants of the capital.6) This cult accepted the ethics 
of Confucianism, but also contained elements that did not agree with 
Confucian orthodoxy. If one accepts the thesis that in this sense 
Confucianization declined, or slowed down,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possibly earlier), it is easier to understand that when the support for 
Confucianism lost its institutional basis, in the form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which required toeing the line of Zhu Xi 朱熹orthodoxy, many 
looked for new forms of religion, such as Tonghak 東學or Ch’ŏndogyo 天道敎, 
the various Chŭngsan 甑山cults, Wŏn 圓Buddhism, or Christianity (in both its 
Catholic and Protestant forms).

Paradoxically, the institutional decline of Confucianism may have 
created conditions that make it more likely that it may contribute to healthy 
values fi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t is clear that it will be impossible to 
regain the dominant position it enjoyed as long as it could rely on the full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as long as the study of Zhu Xi orthodoxy was 

4) Boudewijn Walraven, “Buddhist Accommodation and Appropriation and the Limits of 
Confucianization,”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3, nr. 1 (2012), pp. 105-116.

5) Boudewijn Walraven, “조선시대의 다종교사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함의”, 『2017 세계청년유림대회 - 
유교사회에서의 개혁과 혁신』(안동: 안동청년유도회, 2017), 69-84.

6) Boudewijn Walraven, “Religion and the City: Seoul in the Nineteenth Century”,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3, No 1 (2000), pp. 17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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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advancing into the elite. Condemning other 
beliefs as idan 異端 “heresy”, as Chosŏn-period Confucians often did, today 
will not gain Confucian values much traction. Realizing, however, that even in 
the late Chosŏn period the actual state of affairs was more like a situation of 
religious pluralism than of absolute hegemony may make it easier to find ways 
to gain acceptance for Confucian values that match current needs. In fact, I 
observe already a clear awareness that this is the path to go, both among 
Korean intellectuals and the Yurimhoe 儒林會.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Kim Bi-Hwan has presented this as a stark choice: “Confucianism 
currently stands at a juncture; one direction is to dwell on past glory and 
disappear into the dark recesses of history, and the other direction is to 
reinvent the tradition for relevance in contemporary society.”7) The systematic 
campaigns Confucian organizations at several levels currently are engaging in, 
propagating what one might call Confucian culture, even among people who 
do not have a primary allegiance to Confucianism, is testimony to the fact 
that this way of thinking is widespread.8)  Irrespective of the question whether 
the manifold forms these campaigns assume always are the ideal way to 
update Confucian values, I do think that there are elements in Confucian 
thought that also in the future may serve to maintain a just, democratic and 
pluriform society.

The range of Confucian scriptures available for inspiration and 
reinterpretation is of course huge, but even in the single volume of the Lunyu 
論語one may find passages that seem suitable and I will focus on those in this 
short paper. An injunction to show the tolerance of diversity that is 
indispensable in modern society can be seen in Book XIII, 23: “The Master 
said: ‘The gentleman agrees with others without being an echo. The small 

7) Kim Bi-Hwan, “Confucian Tradition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Korea,” in Miyajima Hiroshi 
and Boudewijn Walraven (eds.), How Shall We Study East Asia? (Edision NJ: Jimoondang 
International, 2017), p. 162.

8) Uri Kaplan, 2018. “Rebuilding the “Eastern Country of Ritual Propriety”: Decorum Camps, 
Sŏwŏn Stays, and the Confucian Revival in Contemporary Korea.”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8.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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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echoes without being in agreement.”9) Or, in the translation of Burton 
Watson: “The gentleman acts in harmony with others but does not ape them. 
The petty man apes others but is not in harmony with them.” 10) This passage 
has also been singled out by Kim Bi-Hwan as a fruitful basis for maintaining a 
pluralistic society, bu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behavior of the 
gentleman described in this saying also presupposes sticking to one’s own 
values; that is a form of individuality, even though this is often supposed to 
be a western or modern characteristic. 

The Confucian value that may be most suitable for the modern age 
may be in/jen 仁, benevolence or humaneness. When, once more, we look at 
the Lunyu for an explanation of what this might entail, there are numerous 
relevant passages, but Book XIII, 19 says in Watson’s translation: “Fan Chi 
asked about humaneness. The Master said, In private life be courteous, in 
handling affairs, respectful; in dealings with others, loyal. Even if you go 
among the Yi or Di tribes, these rules can never be put aside.”11)  Lau 
renders “in dealings with others [be] loyal (與人忠)” as ““when dealing with 
others do your best,”12) lending the injunction a more general character.  In 
Watson’s translation I like that he more overtly refers to the two barbarian 
tribes, which suggests, I would venture, that this passage is applicable to a 
situation of multiculturalism. As a social value humaneness fosters mutual 
respect, and is a more manageable social value than the notion of “freedom” 
(often tout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culture of the West and modernity) 
which sometimes in the guis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taken as an excuse 
for invective and insults. In my view, benevolence should have priority over 
freedom. 

It is important, of course, that humaneness is extended equally to all 

9) Confucius, The Analect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D.C. Lau (Harmondsworth: 
Penguin, 1979), p. 122; 子曰,  君子和而不同 小人同而不和. 

10) Confucius, The Analects of Confucius, translated by Burton Wats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 93.

11) Watson, p. 92.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不可棄也.
12) Lau,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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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society. For this, too, we find inspiration in the Lunyu, Book XII, 
5, not in one of the direct pronouncements of Confucius, but in a saying that 
is quoted approvingly: “If a gentleman is respectful and free of error, if he is 
considerate of others and treats them according to ritual, then all within the 
four seas are his elder and younger brothers.”13) The last phrase, of course, 
acquires revolutionary overtones in the translation “all men are brothers,” 
which Pearl Buck used as the title for her famed (but flawed) translation of 
the Shuihuzhuan 水滸傳.

The supreme Confucian virtue of in, humaneness, is something to strive 
for and it is no surprise that it never has been fully realized in Korean 
history (or in any history, for that matter), but in one sense the concept can 
be said to have had a real existence at the latest by the nineteenth century, if 
not earlier. In his analysis of the thinking of the peasants who joined the 
Tonghak uprising Professor Bae Hang-seob has noted that there was a 
widespread sense that the people were entitled to injŏng 仁政, humane or 
benevolent government.14) This expectation was a reality that determined 
politics and society to a significant degree and, I would suggest, still continues 
to influence the attitude Koreans have with regard to their government. This 
becomes quite clear when the current attitude of Koreans in this respect is 
contrasted with that of US citizens, many of whom tend to believe that 
minimal interference by the government is most desirable. This is a major and 
valuable contribution of Confucianism and closely linked to another precious 
and even more important Confucian heritage: the fact that Confucianism has 
provided a clear sense of a society in which everyone, from high to low, has 
a stake. This is a welcome antidote to the neo-liberal idea that society, as 
Margaret Thatcher notoriously declared, is non-existent, nothing but an 
illusion.  Confucianism, moreover, also created a concept of the nation-state, 
a state that is not merely a mechanism of domination, but an entity that is 

13) Watson, p. 81. 君子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 皆兄弟也.
14) Bae Hang-seob, “Foundations for the Legitimation of the Tonghak Peasant Army and Awareness 

of a New Political Order,” Acta Koreana 16 (2), pp. 3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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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ed by the entire population, who positively identify with that entity. 
Some will maintain that such an identity is a western creation and cannot be 
found in Korea before modernization made its mark, but my studies have 
convinced me that a Confucian form of the concept of the nation-state was in 
existence by the late Chosŏn period.15) If we se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at Korean citizens engage with passion and enthusiasm with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nation, manifesting a greater sense of responsibility than can 
be observed in some western democracies, this is at least in part due to the 
Confucian heritage. 

It would be hard to deny that Korean Confucians have often chosen the 
side of conservatism. However, I hope to have suggested, however briefly and 
inadequately, that Confucianism also has laid a foundation for future 
development and harbors a potential for renewal and change. It will be fitting 
in conclusion to quote the Lunyu once more: “The Master said: Be thoroughly 
versed in the old, and understand the new.”16) 

15) Boudewijn Walraven, “Kasa,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0.1 (2015), pp. 201-228, and “Divine Territory: shaman songs, elite culture and the 
nation,” in Miyajima Hiroshi and Boudewijn Walraven (eds.), How Shall We Study East Asia? 
(Edision NJ: Jimoondang International, 2017).

16) Book II, 11, 子曰：溫故而知新. Translation by Burton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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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류문명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다. 오늘날

은 영광, 자신감, 당혹감, 그리고 우울이 공존하는 복잡한 시대이다.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찰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

제를 제기하고, “인(仁)”과 “의(義)”를 포함한 유교 미덕을 검토하여 “인(仁)”이 인간성의 본

질적인 것이며 인공지능 같은 로봇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의(義)”

의 중요성에 대하여 숙고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에 실천의 적절성을 버릴 수 없다

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도리어,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에 적절성과 정의는 중요한 실행원칙

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찰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유교의 도덕적 가치가 이 시대에 여전

히 필수적인지를 다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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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1st century, human civilization enters a new era due to the rapid grow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However, the development of history often pans out 
in paradoxical ways, in the new era of AI, people are highly confident, yet at the 
same tim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replaced by robots. This is a 
complicated time when glory, confidence, perplexity and melancholy coexist. The 
reflection on the question “what it means to be human” has quietly begun. This 
paper ra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examines Confucian virtues including “ren(仁)” and “yi(義)” to point out that “ren
(仁)” is at the core of being human and
cannot be replaced by robots or so-called AI. In addition, it ponders on the 
significance of “yi(義)” and notes that the propriety of practical actions cannot be 
forsaken simply because of AI development. On the contrary, propriety and justice 
should be the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in the new era of AI. Based on the 
above reflections, this paper reconsiders whether the moral values of 
Confucianism are still essential in this day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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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명의 확대와 유교윤리의 재검토 

린치핑 (대만정치대학 중문과 석좌교수)

밀레니엄의 공포가 가신 후, 21세기가 도래했다. 여러 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는 존
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드높였다. 특히 AI인공지능, 빅 데이터의 도움으로 인류의 자신감
은 산업혁명시대보다 더 높아졌고 주재자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자아를 긍
정하는 인간의 자신감은 산업문명 이래의 정신과 내재적으로 일치할 뿐 아니라 그 믿음
은 더욱 강화되어 조물주로서의 초월성을 가졌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따라서 만물
과 나의 연결은 이용의 관계일 뿐이고, 사람이야말로 모든 종의 정점에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은 놀라움으로 가득하고 AI라는 새로운 세대에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하면서도 동시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걱정하게 되었다. 
지금은 영광과 자신감, 곤혹과 우려가 동시에 병존하는 복잡한 시대다. ‘사람이란 무엇인
가’란 질문에 대한 반성이 조용히 시작된 셈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AI와 빅 데이터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이전 세대를 훌쩍 넘어
서는 정보력을 갖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빅 데이터의 관계는 밀접하다. 빅 데이터
가 제공하는 정보자료에 힘입어 AI의 연산 및 예측능력은 인류가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딥러닝을 할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기계가 자주성을 갖게 된다는 상상은 더 이상 
근거 없는 환상이 아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여러 분야에서 인류의 생
활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술 이용차원에서 인공지능은 병증을 판단할 
때 빅 데이터의 자료를 컴퓨팅하면서 더욱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가장 적절한 치료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 상업분야에선 마케팅 방법을 개선해 고객 니즈에 맞춰 소비
행위를 예측해 상품제작과 판매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말하는 로봇이나 
웨어러블 장치를 설계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의 수요에 더 빠르게 응답하며 인류의 실생활
의 질을 전보다 훨씬 더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아름답고 행복
한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 낙관한다. 과연 그럴까? 신 기술을 장악하면 인류의 삶 가
운데 더 이상 충돌도 파괴도 걱정도 없어질까? 이 새로운 과학기술문명의 확장에 직면
해, 인류문명은 미래의 새 발전을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 결정적 변화의 시기에 우리
는 이 과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문명의 새로운 발전시기마다 인류와 다른 종 간에 
높은 벽이 세워졌다. 인간이 더 높은 기술을 가진 후에 생물적 본능을 벗어나 행동할 가
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으로 인해 인류와 다른 종 사이의 거리가 점



학술세션 1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197

점 멀어지게 된다. 이는 인류문명 발전의 영광인 동시에 이미지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각 단계별 발전을 살펴보면 시대가 진보할 때마다 기술의 개선을 수반하고 
단계별 기술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공히 다른 종에 대한 인류의 이용효율을 더 빠르게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철기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인류
는 유리한 도구를 사용해 노동에서 필요한 효과를 개선하여 농업생산의 성과를 높였고 
산업시대에는 기계화 생산모델 운용과 ‘양산’ 이면의 도구적 이성으로 인류문명을 또 하
나의 정점으로 이끌었다. 이렇듯 기술이 개선의 결과 인간의 이미지는 강화되었고 본능
대로 움직이는 다른 종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AI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와 
다른 종간의 격차를 더 벌려놓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 자아상에 대한 이해를 뒤집
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달로 기계와 사람
의 관계에 일종의 미묘한 변화가 생긴 듯 보인다. 기계가 인간성을 지닐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낙관과 우려를 섞은 복잡한 심
정으로 AI의 세대로 접어들 때 인류문명의 진전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정의에 충격을 줌
으로써 인류본질의 근본적 문제로 되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것처럼 2045년에 특이점이 오든 아니면 어느 날 일어나보니 인
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고 인간이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며 인
공지능의 빠른 발전에 대해 걱정하든, 그 모든 예측과 우려로도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과도한 우려가 문
명발전에 꼭 도움이 되란 법은 없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순응의 길을 제시하는 것 역시 문명을 바로 세우는 방법일 것이다. 그 중, 생각
해볼 만한 점은 기계가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인간이 기계와 공존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사람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신기술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깊이 사고해 보아야 새로운 시대로 
진입함과 동시에 인류에 적합한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고대문명의 
지혜인 유가의 학설을 거울삼아 새 시대의 문제의 기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실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근본적 문제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전심전력으로 답해왔다. 그 중, 유가에서 말하는 
‘人禽之辨’은 동양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자가 <論語∙述而>에서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라 한 것은 상당히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의 자주적 특질을 밝힌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 대로 仁은 일종의 가치로 외재적 대상이 아닌 우리 안에 내재한 고유의 속성이
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의 실천 가능성은 자아의지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외재
적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해와 인정에 기반한 인간의 진정성이 존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주적인 의지의 행사 속에서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와 인정을 통
해 유가사상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는데 바로 도덕주체의 자각에 근거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자주성은 인간성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유가에서 말하는 자주성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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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자율적 도덕성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온전해 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유가사상이 
‘仁’을 중요한 인간의 특질로 보는 것은 깊은 도덕적 배려가 그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仁’의 가치를 자각함으로 인해 본능의 제약과 반영에서 벗어나 도덕주체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비록 동물성이 우리 진정성의 기
반임을 부정할 수는 없어도 인이라는 도덕과 이성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과 
다른 종이 구별되고 인간의 독특함이 드러나게 된다. 인류와 다른 종의 차이점을 많이 
나열해 비교할 수 있겠지만 유가에서는 도덕의 본질이야 말로 인간의 가장 뛰어난 점이
라 굳게 믿었다.  

AI인공지능은 머지 않은 미래에 특이점을 돌파할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
류를 뛰어넘을 것(이미 인류를 넘어서고 있다)이며 자주적 연산 능력도 보이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인간과 AI인공지능이 구분되는 점은 앞서 말한 바 대로, 유가에서 말하는 인
의 도덕주체성이고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도덕적 행위의 완성은 
자주적 의지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런 자주적 의지는 도덕적 행위여부를 결정할 때 효율
이나 도구적 가치를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도덕적 행위의 결정
은 ‘동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인류의 도덕적 행위는 고도의 의무, 이상적 색채를 띄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결정(이를 테면 생명연장)은 그 결과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특히 가치가 충돌할 경우 도덕적 정서와 판단은 더욱 복잡해진다. 어쩌면 
AI인공지능은 강력한 효율과 정교함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知其不可爲而爲之’나 
‘捨生取義’같은 인간의 행동 이면의 도덕적 판단은 설계로는 아마 불가능 할 것이다. 사
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구분은 오늘의 우리가 신중히 규명해야 할 과제다. 근본적인 문제
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을 구분해야 비로소 인간의 소중함을 확고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AI인공지능은 능력차원에서는 이미 인류성과를 대체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
적으로는 한번도 인류를 대체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라는 이 새로운 시대의 
인류는 신기술의 발전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인간의 소중함을 증명
하는 것은 인간중심의 독단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유가에서 주장한 물아
일체의 사상이야말로 인류와 다른 종간 공조의 중요한 사상적 근원이며 인간중심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바로 유가사상의 긍정적 가치가 있다. 

그 밖에 상술한 바와 같이, AI인공지능의 확장으로 인류의 능력은 산업시대 이후의 발
전을 넘어섰고, 이로써 인류와 기계의 공존이라는 포스트 인류시대의 주장까지 등장했다. 
인류는 자연적 태생적 능력을 지녔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능력의 확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새로운 능력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의
문이 없을 수 없다. 특히 인류가 더 많은 새로운 능력을 얻은 후 사람의 마음의 질이 높
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진다면 더 쉽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인류문명의 새로운 재난이 되진 않을까? 인공지능을 멋대로 악용해 불법적
인 행위를 할 때, 그 속도와 정확성은 더욱 큰 파괴력과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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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서 강조하는 ‘義’의 가치야 말로 새로운 시대에서 사람들이 갖
춰야 할 소양이 아닐까? ‘義’가 보여주는 합당한 선택은 무작위의 임의적인 행동이 아닌 
본성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이 합당한 행위의 필연적 결과는 공정
하고 정당한 도리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을 대하거
나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義’는 공정하고 정당한 도리
와 행위의 실천을 대변한다. 맹자의 ‘羞惡之心, 義之端也’나 중용의 ‘義者, 宜也’는 얼마
나 진실된 말 인가.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에 부딪혔을 때 마음 속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일으켜 적절하게 처신해야 한다. 그렇게 사심의 왜곡 없이 합당한 행위의 결정을 
내리고 처신할 수 있어야 ‘義’라는 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 의에 대한 유가의 이해를 통
해 AI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야 말로 절박한 일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
이 만약 자기절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利器를 손에 넣었을 때 미치는 해악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적절’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인공
지능 발전의 난제가 될 것이나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이 문제는 우선 설계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든 그 이용은 여전히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만 한다. 인간의 품격과 자
질 문제는 기술상의 설계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義에 합당한 원칙대로 행동
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악행의 이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
러니 AI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해 아름다운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 보여도 인간본연
의 가치의 자각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노동과 일, 행동’으로 인류와 다른 종 간의 차이를 
설명했다. 인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외에 불멸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종과의 차이를 뚜렷하게 했다. 이러한 불멸은 필연적으로 ‘창조성’, 
‘미래성’, ’의미감(意義感)’ 같은 감각을 건드린다. 이런 의미감의 수요야 말로 인류의 자
주, 자율, 자유를 증명하는 핵심이며 도덕적 감성에서 비롯된 도덕적 행위는 바로 이 의
미감의 핵심이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AI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위해 더 많은 시
간을 창조해주고 육체노동의 효율을 높여준 후에라도 우리가 도덕적 의미감을 심화하는 
것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화(物化)될 뿐 아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석화(石
化)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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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類文明的擴張與儒家倫理的重新思考

林啟屏 (國立政治大學中文系特聘教授)

在跨過千禧年的驚懼之後，二十一世紀終於來臨。人類對於自身存在的重要性，透過諸多

的新科技的發展，再度展現出一股昂揚的氣勢。尤其在 AI 人工智慧、大數據等的幫助之下，
人類對於自我的自信，更高過前一波的工業文明時代，展現了極具宰制力的自信。但是，此

一自我肯定的物種自信，不僅與工業文明以來的精神有著內在一致性，甚至是在增加了信心

的強度之餘，還自以為已然具有造物者的超越性了。所以萬物與我的連結，只是一種「利用」
的關係而已，「人」才是物種階層的最高級。但是歷史的發展充滿弔詭，AI 的新世代，人們

一方面充滿高度自信，但同時亦開始憂心機器取代人類的腳步趨近。這是一個榮耀、信心、
困惑、憂慮同時並存的複雜年代。反省「人是什麼？」的疑問，正悄然開始。

從積極面而言，AI 與大數據的發展，使得人們在掌握資訊的能力，遠遠超越過去的世代。
事實上，人工智慧的發展與大數據的關係密切，透過大數據提供的訊息資料，AI 在計算與預

測的能力，從人類給予數據的學習，乃至到機器的深度學習，確實達到了一定的高度，機器

具有「自主性」的想像已經不再是憑空杜撰的幻想而已。今日，人們將可以運用人工智慧於

諸多方面，從而改善人類的生活。例如，在醫療科技的運用上，人工智慧對於病徵的判斷，
或可在大數據的資料演算下，提供更為快速、正確的診斷，進而給予最適切的治療。或是改

善商業的行銷模式，針對顧客需求預測消費行為，從而提高產品製造與銷售的效能。或是透

過對話機器人、穿戴式裝置的設計，進一步迅速地回應人們日常生活之需求，改善人類的實

際生活品質。總的來說，人工智慧在此時的發展，已經為人類文明，打開了一個新局面，使

得「改善」人類生活的可能性，超越前代。但是，人們可以因此樂觀地認為「美好與幸福」
的世代，就必然來臨嗎？掌握了新的技術，人類的生活就不再面對衝突、破壞與憂慮了嗎？
職是之故，面對此一新的科技文明的擴張，人類文明如何因應未來的新發展？恐怕確實是處

於轉變關鍵時刻的我們，應該認真面對的課題。
從人類的歷史經驗來看，每一次文明的新發展，都為人類與其他物種之間的距離，豎立了

高牆。因為當我們掌握了更高的技術之後，脫離生物性本能行動的可能性，也就越高。此一

可能性的走向，確實使我們與其他物種的距離，越拉越遠。這是人類文明發展的榮耀，也標

誌了「人」的形象之提升。然而，檢視人類文明的各階段發展，我們實可發現每個時期的進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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雖然都伴隨著「技術」的改善，而且不同階段的技術所起的功能有其差異性，但都是「加速」
了人們對於其他物種利用效能的提高。例如，以人類從石器時代進入青銅器、鐵器時代而言，
人們運用了有利的器具，改善勞動所需的效果，提升了農業生產的結果；工業時代則運用了

機械化生產模式，並在「量化」背後的工具理性裡，將人類文明推上另一個高峰。如此一來，
每一次技術的改善，其結果便是強化了「人」的形象，進而與其他依本能活動的物種產生距

離。不過，值得我們深加思考的是，此次 AI 人工智慧的發展，則不僅加大人與其他物種的

差距，事實上也可能顛覆了「人」的自我形象之理解。因為，在人工智慧的快速發展下，「機

器」與「人」的關係似乎產生了某種微妙的轉變，「機器」是否具備「人性」之可能？恐怕會是

無法迴避的問題。於是當人們夾雜著「樂觀」與「憂懼」的複雜心情進入 AI 世代之際，人類文明

的進展反而衝擊了「人」的定義，使得我們必須回到「人類本質」的根本性問題上，重新思考。
其實，不管雷˙ 庫茲韋爾（Ray Kurzweil）提出 2045 年的「奇點」（singularity）是否會發生？ 

或是今日人們在面對高速發展的人工智慧之擴張，開始有了耽慮，憂心有朝一日醒來，我們

是否已經被人工智慧所取代？進而淪為被主宰的角色。這些預測與憂心，都無法阻止人工智

慧的發展已經到了改變我們生活模式的階段了！或許憂心過度，未必有助於文明的發展。但

處在如此的關鍵時刻，積極地提出面對未來的想像與因應之道，亦是建構文明的正面作法。
其中，相當值得提出的思考點乃在於：當機器取得一定的自主性之後，「人」當如何與機器

共存？此一問題除了涉及「人」的定義之外，也關乎我們如何運用新科技的問題。我們只有

深入面對這些問題的思考，才能在邁進新世代的同時，找到適合「人類」生活的方式。以下，
我們嘗試以古老文明的智慧―儒家學說，作為借鑑，以為思考這個新時代問題的起點。

事實上，「人是什麼？」是個亙古以來的根本性問題。自古及今的東西方哲人，無不殫精

竭慮地回應此一提問。諸多的說法中，儒家所言的「人禽之辨」，誠為東方智慧的展現。孔

子在《論語 ˙ 述而》有云：「仁遠乎哉？我欲仁，斯仁至矣。」這是相當直截地點明「人」
的自主性特質。因為，在上述的說法中，「仁」作為一種價值，並非是外在的對象，而是我

們內在本有的屬性。更進一步說，「仁」的實踐之可能，當是來自於自我意志的要求，而非

外在的命令所使然。唯有基於如此的理解與肯認，人的真實性存在之可能，才能在自主的意

志行使中確立。而且，此一理解與肯認亦透露了儒家思想對於「人」的界定，正是基於道德

主體的自覺。所以，「自主性」是人性的一項重要特徵。不過，值得注意的是，儒家所談的

自主性必須連結著自律的道德性，才算完整。是故，儒家思想以「仁」作為「人」的重要特質，
實有其深刻的道德關懷於其間。這是因為「仁」的價值自覺，使得我們得以脫離本能式的制

約反映行為，並顯豁了道德主體的根源在於人自身。所以人雖然無法否認「動物性」的確是

我們的真實性基礎，但因為「仁」的道德理性之亮光，方能成就「人」與其他物類的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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並因而展現人的形象之獨特。因此，人與其他物種的區隔或許可以從許多方面羅列比較，但

儒者卻深信「道德」本質，才是人的殊勝之處。
以此而言，AI 人工智慧在不久的未來，極有可能突破「奇點」（singularity），並在許多智

能的表現上超越人類（現在人工智能已經可以做到這一步了），而且展現了自主運算的能力。
但是，人類與 AI 人工智慧的區隔上，如從上述的討論來看，則儒家所謂「仁」的道德主體

性，恐怕正是最為核心的一環了。因為道德行動的完成，需要自主意志的決定，而此一自主

的意志在進行道德行動與否的判定時，並不是依據「效率」，或是依「工具」價值來作為判

定基礎。相反地，許多道德行動的決定，經常是從「動機」來思考是否行動。因此，人類的

道德行動有著高度的義務、理想之色彩。所以此種決定的判斷，無法僅用結果（例如生命的

延續）作為衡量的基準。尤其在價值衝突的事例中，更容易看到道德情感與判斷的複雜性。
或許 AI 人工智慧可以展現強大的效能與精準，但是對於人們「知其不可為而為之」「捨生

取義」的人類行動背後，所可能有的道德判斷，恐怕仍然無法經由設計得來。以上對於人與

人工智慧的區隔，是我們今日必須審慎釐清的課題。我們只有在根本性的問題上，釐清人與

人工智慧，方能更堅定地意識到「人」的可貴。職是之故，AI 人工智慧在能力部份確實已然

取代人類諸多表現，但從本質而言，則從未取代過。所以在二十一的新世紀裡，人類不需要

過份擔心新技術的發展。當然，證明人的可貴，並不是為了強化「人類中心」的獨斷。相反

地，儒家主張「物我一體」的思想，仍然是人類物種互助的重要思想來源，儒家思想對於克

服人類中心的問題有其積極性的價值。
此外，誠如上文所述，AI 人工智慧的擴張，使得人類可以運用的能力，似乎更勝於工業時

代以來的發展，甚而有了「人機共存」的後人類時代的主張。人類不僅擁有自然天生的能力，
也在人工智慧的進展裡，擴張了許多意想不到新能力。但是新的能力是否即是幸福生命的保

證呢？實在不無疑問。尤其在人類獲得了更多新的能力之後，「人心」的品質若不能有所提

升，則發展了人工智慧的快速與精確，會不會使得惡行更加得心應手？會不會反而是人類文

明的新災難呢？畢竟當我們恣意運用 AI 人工智慧從事不法的行為時，其快速與精確的能力，
恐怕會製造出更大的破壞與傷害。因此，儒家所強調的「義」之價值，或許是這個新時代相

當迫切的人之素養。因為「義」所呈現的合宜性抉擇，不是隨機的任意舉動，而是有所本的

判斷。我們知道儒者相信合宜的行為必然是合乎公正、正當的道理，並認為這是待人與處事

都相當重要的準則，而「義」便代表了公正與正當的道理與行為的實踐。孟子說「羞惡之心，
義之端也」，〈中庸〉也說到「義者，宜也」，誠哉斯言。當我們遇到不公正、不正當的事

理時，心中當興起羞與為伍的判斷，進而選擇適切的道理處事。能如此，在我們不受私心的

扭曲之下，做出合宜的行為抉擇，為人處事才能合於「義」的價值要求。若以儒家對於「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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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理解，來看待 AI 人工智慧的世代，則確實是一件迫切的事。因為運用人工智慧的「人」，
如果不能自我節制，自我要求，則利器在手，危害將會更形巨大。當然，在人工智慧這一方

面，如何能於設計中強化「適宜」的準則？也是人們面對人工智慧的發展的一個難題，但這

是屬於技術的克服問題，自有設計者的優先理念之思考。不過，不管新技術如何發展，運用

的問題仍然在人。所以，人本身的問題還是應當由人來解決。因此，人的品格與素質之問題，
恐怕比技術設計才更為困難。如果人不能依於「義」的合宜性原則行事，那麼高速發展的人

工智慧，只會成為人們為非作歹的利器。因此，即使 AI 人工智慧一日千里，看似將有美麗

新世界，但是回到人本身的價值自覺，才是美好生活的真正起點。
漢娜 ˙ 鄂蘭（Hannah Arendt）曾從「勞動、工作、行動」三方面來說明人類與其他動物的 

差別，因為這些生命的行動除了滿足我們基本的生理需求之外，其中，「不朽」（immortality）
的追求，突顯了人與動物的不同。事實上，此一不朽必然觸及「創造性」、「未來性」、「意

義感」等感受。值得注意的是，「意義感」的需求是證明人類自主、自律、自由的關鍵，而道

德情感所發出的道德行動，則為此一意義感中的核心。因此，當 AI 人工智慧為人類生活創造

了更多可利用的「時間」，改善我們身體勞動的「效能」之後，如果我們不能立足於道德的意

義感之深化，那麼我們就不僅只是「物化」而已，甚至將成為麻木不仁的「石化」對象。

參考書目：
1、 勞思光，《新編中國哲學史（一）》，臺北，三民書局，2005 年。
2、 雷 ˙ 庫茲韋爾（Ray Kurzweil），李慶誠、董振華、田源譯，《奇點臨近》，北京， 機械

工業出版社，2011 年。
3、 雷 ˙ 庫茲威爾（Ray Kurzweil），陳琇玲譯，《人工智慧的未來》，臺北，經濟新潮社，

2015 年。
4、 漢娜 ˙ 鄂蘭（Hannah Arendt），林宏濤譯，《人的條件》，商周出版，2016 年。
5、 布萊恩 ˙ 克里斯汀（Brian Christian）著，朱怡康譯，《人性較量 : 我們憑什麼勝過人工智

慧？》，新北市，遠足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2018 年。
6、 高橋 透著，黃郁婷譯，《AI 世代生存哲學大思考》，臺北，聯經出版事業股 份有限公

司，2019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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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유교의 민주주의적 잠재력

발표내용

많은 학자와 평범한 사람들은 유교가 좋은 삶이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믿음은 또한 유교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경향

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도덕적 갈등이 있으면 적절한 합의를 바탕으로 합의해야 한

다는 것도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자들은 유교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덕적 갈

등을 잠정적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유교적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대응하는 차원에

서)에 특유한 뚜렷한 갈등해결 메커니즘이 있는지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

신, 다원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유교의 가르침은 완벽하다는 주의(儒家至善論)를 받아들

이려는 최선의 노력조차도 유가지선론(儒家至善論)의 성격을 완화시키려는 매우 추상적인 철

학적 과제에만 집중되어 왔으며, 소위 온건한 유가지선론에 따라 나타날 독특한 형태의 정치

에 대하여는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있다. 이 강연에서 본인이 공적 이성 유교 (公的 理性 儒

敎) – 민주적인 유교 완벽주의의 한 양태로서 (부분적으로) 포괄적인 유교와 특별한 스타일의 

공적인 이성이 결합된 것 – 라고 부르는 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바이며 이것은 온건한 유교적 

완벽주의의 성격을 잃지 않고 시민들 간의 도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다. 공적 이성 유교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시민들이 유교 관습, 의례, 예의 및 도덕적 감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공공 성격의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이 거론하는 이성(그래서 “공적 이성”

이라고 부른다)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인( 私人)으로서 다양한 도덕적 및 종교적 가르침을 따

르고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앞서 말한 유교 관습, 의례, 예의 및 도덕적 감정 등이 가

득 차 있다. 공적 이성 유교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적

극적이고 평등하게 대중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것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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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any scholars and ordinary people believe that Confucianism is incompatible with 
the pluralist conceptions of the good life and this belief tend to also justify the 
position that Confucianism is incompatible with democracy, at the heart of which 
lies building a reasonable consensus in the face of serious moral conflicts among 
the people. Naturally, schola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how Confucian 
democracy, if it is ever possible, can resolve moral conflict, however provisionally, 
or whether there is a distinctive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specific to 
Confucian democracy (vis-à-vis liberal democracy). Instead, even the best effort 
to accommodate Confucian perfectionism to value pluralism has been engrossed 
in a largely abstract philosophical task of moderating the perfectionist nature of 
Confucianism, without grappling much with a unique form of politics that so-called 
moderate Confucian perfectionism would entail. In this talk, I defend what I call 
public reason Confucianism – a mode of Confucian democratic perfectionism in 
which a special style of public reason is affiliated with (partially) comprehensive 
Confucianism  –that can effectively resolve moral conflicts among citizens without 
forfeiting its moderately Confucian perfectionist character. Central to public reason 
Confucianism is that while including citizens to formulate the reasons that they 
employ in public deliberation (hence called “public reasons”) with reference to 
Confucian mores, rituals, civilities, and moral sentiments with which they, despite 
subscribing to diverse moral and religious doctrines as private individuals, are still 
broadly saturated, it promotes active and equal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making important public decisions that affec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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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4 교수, 지도교수, 철학과, 난카이 대학

2004-         중국 철학 박사 후보생 튜터, 철학과, 난카이 대학

2002-2003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객원 연구원

1999-2004  중국 철학 교수, 철학과, 중앙당교

1997-1998  도쿄대학 객원 연구원

1995-1999    중국 철학 강사 및 부교수, 철학과, 중앙당교

소개글

1966년 태어나 베이징대학교와 와세다대학교를 졸업(박사)한 그는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이자 지도교수이다. 연구 주제는 유교, 도교, 중국 생태사 역사, 중국 철학사, 중국과 서

양 철학 비교 등이다. 성균관대학교,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도쿄대학에서 객원 연구원

을 지냈다. 저서로는 1) Zhan Ruoshui의 철학 사상에 관해, 2) Jin Yuelin의 성리학 사상에 

관해, 3) 고대 중국 철학 비교 연구 역사 (2권), 4) 유교 생태학 사상에 관한 일반 연구, 5) 

유교 지식 사전, 6) 강의 문화 생활이 있다. 위 저서 외에, 그는 또한 “철학적 연구”, “중국

의 사회 과학”을 포함해 130여개 논문을 다음과 같은 저명한 저널에 다양한 언어(영어, 일

어, 독일어, 한국어)로 발표했다. 중국 철학 역사와 전통 중국 철학에서의 생태사상 같은 분

야의 저명한 연구자이며 현재 “중국 국가 사회 과학 펀드(핵심 프로젝트)”와 “중국 국가 싱

크탱크”와 같은 다양한 재단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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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용(容)을�논하다� -�과학기술�발전�시대�인류문명의�공존공생에�관한�방법론적�사고�

발표내용

오늘날의 놀라운 기술 발전의 시대에서 인류는 자연, 타인, 사회, 다른 문명과 공존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떠안고 있다. 중국 고대 사자성어 “有容乃大(유용내대)- 대단함은 포용력에 있

다”는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다른 문명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론적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국 문화에서 “容(용)”은 1차적으로 담다와 견디다와 같이 물리적인 뜻을 지닌다. 예를 들

어, 엘리베이터에 수용 가능한 사람 수는? 트럭의 용량은? 2차적으로 “容(용)”은 “받아들이

다” 와 “용납하다”와 같은 도덕적 의미가 있다. “容(용)”의 개념은 용기(운반체), 담겨진(운반

되는), 그리고 그 방법, 본질, 특성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용기와 그에 담긴 것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두 가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관계되지 않은”과 “관계된”) “관

계된”은 또 “조화로운”이나 “조화롭지 않은”, “상호 지원” 및 “상호 제외”로 두 가지 관계

로 나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상관관계는 본질적인 관계이다. 

용기와 그에 담긴 것은 주체와 객체의 범위를 넘어선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주체는 인간이며 

객체는 자연물이지만 용기와 그에 담긴 것이 꼭 주체-객체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산, 숲, 동물과 인간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용기이지만 전통적인 의미로 지구는 

주체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산과 숲도 객체는 아니다. 이 경우, 가장 일반적인 주체인 인간 또

한 자연이 담고 있다. 고대 중국 문화에서는 산, 강, 숲, 동물, 인간 그리고 인간 활동은 모두 

지구에서 행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지구는 모든 자연과 인간 활동을 담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은 미덕이기도 하다. 정이(Yi Chuan)가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본

질은 생명을 주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자연의 원기는 지구의 미덕을 유지한다. 

다른 문화나 문명을 포용하는 문화나 문명 또한 “容(용)”이며 “容(용)”은 문화나 문명의 중요

한 미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가 문화를 “두께”로 본다면 타인을 배제하는 문명은 “얄팍

한 미덕의 문명”이다. 서로 다른 문명들은 “容(용)”의 원칙하에 나와 다른 문명도 같은 존재

권을 갖도록 하고 서로 간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공존 또는 병치가 가능하다. 이는 중용에서

의 “모든 것은 서로를 해하지 않고 함께 자란다. 이 과정들은 충돌 없이 진행된다.”와 같다. 

알다시피 공존이란 다른 것의 존재를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문명의 존재를 허락 

하는 것은 다른 문명과 어울리는 것의 핵심이다. 모든 문명은 마음을 열고 다른 문명을 포용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有容乃大(유용내대)- 대단함은 포용력에 있다”처럼 문명은 포용성

이 커질수록 위대해진다. 타인에 대한 포용력은 문명의 미덕이다. 포용을 할수록 “위대”해지

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것은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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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Introduction

Born in 1966, and graduated from Peking University (Beijing) and Waseda 

University (Japan), Ph.D., he is currently a professor, doctoral supervisor, and the 

academic inspector of Central Party School of the C.P.C..

His research focuses on Confucianism, Taoism, History of Ecological Thoughts in 

Chin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Comparison of Chinese and Western 

Philosophy. He had worked as visiting scholar in Sungkyunkwan Universi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y of Erlangen, National University of Tokyo. His 

publications mainly include 1) On Zhan Ruo-shui’s Philosophical Thought, 2) On 

Jin Yuelin’s Thoughts of Neo-Confucianism, 3) A History of Contemporary 

Studies on Ancient Chinese Philosophy (in two volumes), 4) A General Study on 

Confucian Ecological Thoughts, 5) A Dictionary of Confucian Knowledge, 6) The 

Cultural Life of River. Besides these publications, he has also published around 

130 papers on top journals such as “Philosophical Research”, “Social Sciences 

in China”, etc. in multiple languages (English, Japanese, German, Korean). He is 

a prominent researcher in fields such as the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and 

ecological thoughts in traditional Chinese philosophy, and is currently responsible 

for several projects under different foundations such as “The National Social 

Science Fund of China (Key Projects)” and “National Think Tank of China”.

Presentation Title

A Study of “容”(Containing/Embracing)

-A Methodological Thinking on the Coexistence of Civilizations in the era of

Technology Breakthrough

Content

In today’s era of astonishing technological progress, mankind faces the arduous 

task of coexistence with nature, with others, with society, and with different 

civilizations. An ancient Chinese idiom said “Greatness lies in the capacity”(有容乃

大), which can be used as a methodological principle of getting along with 

people, nature and even different civilizations. In Chinese culture, “容” in the first 

place refers to its physical meaning, such as loading and bearing. For example, 

how many people can an elevator carry? A truck, how big is a truck’s load? In 

the second place, “容” also points to the moral meaning of “embracing” and 

“tolerating”. The concept of “容” consists of three elements: the container (the 

carrier), the contained (the carried), and its method, nature, characteristics, etc. 

The container and the contained are intertwined and can have two relationships: 

“unrelated” and “related”; the related one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wo types 

of relationships: “congruous” or “incongruous”, “mutual assistance” and “mutual 

exclusion”. The most essential correlation is the intrinsic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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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The container and the contained are the divisions beyond the scope of the 

subject and object. Generally speaking, the subject is human being, and the 

object is a natural object; however, the container and the contained are not 

necessarily the subject-object relationship. For example, the earth can be the 

container, and thus mountains, forests, animals, and human beings are all 

contained; however, the earth is not the subject in a conventional sense, and 

likewise mountains and forests are not the object. In this case, the most 

common subject, the human beings, are also being contained in nature. Ancient 

Chinese culture believes that mountains, rivers, forests, animals, humans, and 

human activities are all carried out on the earth. Therefore, the earth has the 

great ability to carry all natural and human activities. This ability is also a virtue. 

As the Yi Chuan said, “The great attribute of heaven and earth is the giving 

and maintaining life”, the liveliness of the nature is the unfolding of the virtues 

of the earth.

 

A culture or civilization that embraces another culture or civilization is also “容”, 

which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virtue of a culture or civilization. If we 

perceive a culture by its “thickness”, a civilization that is exclusive of others is 

“civilization of thin virtue”. Under the principle of “容”, different civilizations can 

coexist or juxtapose, which means allowing other civilizations to have the same 

rights of existence and respecting each other's boundaries. This is “All things are 

nourished together without their injuring one another. The courses are pursued 

without any collision among them” (The Doctrine of the Mean). As we know, 

co-existence is allowing the existence of different beings. Therefore, allowing the 

existence of different civilizations is the bottom line of getting along with different 

civilizations. Every civilization should broaden its mind and embrace other 

civilizations. The more inclusive a civilization gets, the greater it is, referring to the 

abovementioned “Greatness lies in the capacity”(有容乃大). Being able to 

embrace others is the virtue of a civilization. The more it embraces, the “bigger” 

it gets. In this sense, bigness is grea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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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容)을� 논하다� -� 과학기술�발전�시대�인류문명의�

공존공생에�관한�방법론적�사고�

치아오칭지 (중국 중공중앙당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과학기술이 질풍노도와 같이 발전하는 시대에 인류는 자연과 타인, 다른 문명과의 공존
공생이란 거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중국에는 ‘유용내대(有容乃大)’라는 성어가 있는데 그 
중 ‘유(有)’와 ‘내(乃)’는 개념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치 않으나 ‘용(容)’과 ‘대(大)’는 해석
이 필요하다. ‘용(容)’은 각기 다른 문명이 공존 공생하는 방법론적 원칙이며 ‘대’는 문명
의 포용 발전한 결과이다. 본고는 ‘용(容)’을 주로 논하고자 한다.     

Ⅰ. ‘용(容)’의 기본구조분석 

‘용(容)’은 수용자 또는 탑재자, 피수용자 혹은 피탑재자란 뜻을 담고 있으며 ‘용(容)’의 
방식, 성격, 특징의 3대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수용과 피수용은 존재에 대한 구분으
로 이 구분은 기존의 주체와 객체의 범주를 벗어난다. 대해(大海), 대지(大地)는 모두 수
용자가 될 수 있으나 통상적 의미의 주체는 아니다. 통상적 의미의 주체는 사람이다. 산
맥, 삼림, 동물, 인류는 모두 피수용자이나 역시 통상적 의미의 객체는 아니며 모두 객체
의 범주를 넘어 사람 역시 자연으로 수용된다.   

피수용과 수용의 관계는 상호 내포하는 것으로 무관하거나 상관하는 두 관계를 가진다. 
상관된 관계는 동향(同向)성과 이향(異向)성 또는 상부상조 혹은 상호배척의 두 가지 관
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본질적인 상관관계는 내재적 관계다. 

무관하다는 것은 서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창고와 화물은 외재적 관계로 서로 상관
하지 않는다. 창고는 각기 다른 화물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와 사물간의 관계
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대지 위의 모든 산천초목과 동물과 대지의 관계는 창
고와 화물의 관계와는 다르다. 아무런 저장물이 없는 빈 창고는 존재할 수 있지만 동식
물과 산맥과 하천과 바다가 없다면 대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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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지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대지와 그 위의 사물은 상관
관계에 있다. 더 깊이 분석해보면 이런 상관관계는 같은 방향(同向)으로 상부상조하는 내
재적 관계이다. 수려한 산천, 구비구비 이어진 경치, 맹수의 용맹함과 독수리와 매의 비
상은 대지의 풍요를 의미하며 연비려천(鳶飛戾天), 어약우연(魚躍於淵)은 자연의 아름다
움을 나타낸다. 이런 요소들은 공히 온전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연계를 구성하는 인
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태철학의 토대를 이룬다.  

죽음과 재해는 산천의 멸망에 대해 상호배척관계이지만 다른 한편, ‘天地無心而成化(하
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나 조화를 이룬다-程顥)’, 생명과 자연은 죽음을 통해 새로 전개되
므로 이런 부정성 역시 자연이 진일보 발전하는 준비단계로 한층 더 같은 방향(同向)으로 
상부상조 한다. 자연의 이러한 변증법적 전개의 과정에 대해 당대 생태 철학자 롤스톤은 
심도 있게 논한 바 있다. 같은 방향(同向)으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는 탑재자와 탑재물이 
동일성을 갖는 관계다.     �

Ⅱ. ‘용(容)’에 관한 철학 및 의미론 분석

1. 용의 본체론적 토대 : 무사(無私) – non-partial, 道 
‘천무사복(天無私覆), 지무사재(地無私載),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 - 하늘은 사사로이 

덮지 아니하고 땅은 사사로이 싣지 아니하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지 아니한다.(禮記·
孔子閑居)’. 지무사재(地無私載)는 대지란 치우침 없이 모든 것을 싣고 가리지 않음을 뜻
한다. 마찬가지로, 천무사복(天無私覆) 또한 하늘은 편파적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
물을 덮으며, 땅 한 구석도 하늘이 덮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다. 허나 오존층에 구멍
이 생기면서 하늘에도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모든 땅을 덮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인
류가 자연을 오염시킨 결과다. 여기에서 사(私)란 전면적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있고 편파적이며 특정 부분을 편애하는 것이다. ‘용(容)’은 사(私)와 반대로 전면적이고 
부분이 아닌 전부를 의미한다. 온전해 지면 그것은 또한 ‘공(公)’이다.   

그래서 노자는 ‘용내공(容乃公), 공내전(公乃全), 전내천(全乃天)’이라 말했다. 천내도(天
乃道), 도내구(道乃久) , 몰신불태(歿身不殆)다. (도덕경) 용(容), 공(公), 전(全), 천(天), 도
(道)에서 용(容)이야 말로 도(道)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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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容)’이란 무엇인가? 물리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 
‘용(容)’은 먼저 탑재, 적재란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승강기에 몇 명이 탈 

수 있는가? 트럭 한 대의 적재중량이 얼마인가? 5톤, 10톤, 아니면 100톤인가? 탑재량이 
많을수록 용량이 크다. 이 적재가 바로 용(容)이다. 영어의 load, tonnage, capacity와 
용(容)은 유사한데 이를테면 gross vehicle load, deadweight tonnage, load capacity, 
the carrying capacity of a ship 등이 모두 탑재량을 뜻한다. 

주의할 점은 이 the carrying capacity of a ship은 배 한 척의 적재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중국문화에도 비슷한 표현법이 있는데 바로 재상의 뱃속에서 배도 
저을 수 있다는 말로, 재상 즉 한 국가의 총리의 도량이 넓어 큰 배도 담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물론 형상을 비유한 것으로 그만큼 많은 것들을 품고 포용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여기서 적재량은 물리적 의미에서 도덕적 의미로 상승한다. 개념의 함의는 어떻
게 상승할 수 있는가? 

 
3. 개념상승적 언어학과 철학 기초 : 언어의 경계적 사용 및 교차적 사용
중국 문화에서 언어는 물리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 혹은 도덕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있어 경계가 있다. 각기 다른 경계 속의 언어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문화에서 언어는 경계를 넘어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물리적 의

미를 가진 가시적 단어로 도덕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의미를 표현해 하나의 뜻을 가진 일
반어를 철학적 개념으로 상승시킨다.   

언어의 교차적 사용이란 본체론의 토대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다. 천인합일의 원칙에 
따라 자연적 의미의 표현과 도덕적 의미의 표현은 통용될 수 있고 이는 자연과 가치, 
물성과 덕성의 통일을 보여준다. 이는 고대 그리스 라틴어계에 기반한 유럽언어 존재하
지 않는 특징일 것이다. ‘용(容)’ 은 중국문화에서 도덕적인 ‘포용’, ‘용인’의 의미를 갖는
다. 중국문화에서의 용(容)과 영어에서의 ‘용인‘ 즉 ‘tolerance’ 와 ‘capacity’는 자형학
상 아주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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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간과 자연관계에서 ‘용(容)’의 전개

1. ‘용(容)’은 일종의 덕성으로 담아낼 수 있다. 즉, 자기 밖의 사물을 자기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다는 강을 거부하지 않고 땅은 산을 담고 있듯이 먼저 담아내는 
것이 유형의 ‘용(容)’이다. 

중국고대 문화에서는 산맥, 하천, 삼림, 동물, 인류, 사회활동 등이 모두 대지에서 전개
되는 것으로 여겨, 대지야말로 모든 자연과 인류활동을 담아내는 능력을 가졌으며 이런 
능력이 바로 덕성이라 여겼다. “역전(易傳)”에서는 ‘天地之大德曰生(천지의 대덕을 생이라 
한다)’이라 하여 자연계가 끊임없이 생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덕성의 전개라 여겼다. “중용
(中庸)”에서는 ‘今夫地，一撮土之多，及其廣厚，載華岳而不重；振河海而不洩，萬物載焉 
(지금 저 땅은 한 줌의 흙이 많이 모인 것이니 그 드넓고 두터움에 이르러서는 높은 산들
을 싣고서도 무거워하지 않고, 강물과 바다를 받아 들이고도 한 방울도 누설치 않고 만물
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동중서는 ‘德至禽獸’，‘澤及草木’，‘恩至於土’，‘恩至於水’，‘恩至於金石’ 등을 제기하였고, 
“역위(易緯) 건착도(乾鑿度)”에서는 ‘德及深泉’을, 정현(鄭玄)은 ‘仁, 愛人以及物’

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자연을 소중이 여기라는 의미의 명제였다. 그 중 주목
할 만한 것은 바로 ‘仁, 愛人以及物’로 인(仁)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다.

2. 유형의 ‘용(容)’은 미학의 장관을 형성한다. ‘天地有大美而言(천지는 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말하지 아니한다-莊子)’. ‘道竝行不相愽, 萬物竝育而 不相害(도는 함께 
행하여져도 서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만물은 함께 자라도 서로 해치지 아니한다-中庸)’.

3. 자연과 가치, 물리와 덕성은 통일되어 있으므로 적재량을 의미하는 용(容) 역시 덕성의 
용(容)이 된다. “역전(易傳)”에서는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대지에 두텁게 흙이 쌓인 것처럼,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담는다)’이라 말하고 있다. 

4. 사람은 대지의 탑재물로 자연과 상호배척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생태계 상황을 보면 이런 상호배척관계는 이미 형성되고 있고 인류의 행위는 
오존총의 구멍을 뚫어 ‘天有私覆’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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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명관계에서의 ‘용(容)’의 전개

1.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용(容)’은 경계를 넘어 사용될 수 있으며, 자연의 성능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덕성으로 상승할 수 있다. ‘용(容)’은 덕성인 동시에 외부사물을 
수용한다. 한 사람이 외부사물을 수용하는 것이 ‘용(容)’이고, 문화나 문명이 다른 문화나 
문명을 수용하는 것 역시 ‘용(容)’이다. 문화나 문명이 다른 문화나 문명을 수용하는 것은 
문화의 덕이며 문명의 덕성이다. 덕성은 薄厚(얇고 두터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문명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명은 덕이 박한 문명이다.   

2. 차이는 용의 전제다. ‘용(容)’은 차이를 포함하며 완전한 것은 同으로 그것은 이미 
일체를 이루어, ‘용(容)’이라는 논리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어야 비로소 
‘용(容)’의 문제가 존재한다. 

3. 사람의 외부사물에 대한 ‘용(容)’은 유형의 용이 아니라 무형의 용으로 외부사물을 
마음속에 수용하는 것이다. 맹자는 ‘萬物皆備於我(천하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 말한 바 있는데 ‘皆備(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용(容)을 의미한다. 
무형은 덕성의 용으로서의 형식적 특징이다. 

4. 그러나 ‘용(容)’은 단순히 외부사물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다. 容은 본질적으로 
탑재물에 대한 모순이나 배척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탑재물이나 마음속에 담아놓은 
일에 상호 모순이 있으면 상호 모순된 사물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음에는 그 
중에 큰 것이나 큰 사람만 담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용은 역시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용이며 치우친 것이다. 치우친 것은 공(公)이나 용(容)이 될 수 없다. 동시에 
‘心有奠志(郭店竹簡)’는 마음에 치우침이 있음을 말한다. 사물의 존재는 마음이란 대지의 
치우침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은 사물을 수용하기 매우 어렵고 마찬가지로 
마음의 용 역시 공정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용(容)’의 존재는 차이로 인해 존재하며 
차이는 모순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용(容)’은 모순에 대한 극복인 동시에 초월이다.   

5. 어떻게 극복하고 초월하는가? ‘용(容)’은 사물에 대한 관법(觀法)이 있어야 한다. 
먼저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물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고 다음에는 사물과 자신의 
마음이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다른 문명의 관법: 관법(觀法)이란 무엇인가? 먼저 수용 혹은 탑재할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 다음, 사물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안다(to know)는 것은 
사물의 성질, 특징, 관계를 아는 것이고 사물 자체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한다(to 
understand)는 것은 사물의 본원,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 사물 자신의 가치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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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보다 한걸음 더 들어간 것은 동정(sympathy)과 
존중(respect)이며, 사물 자신의 존재적 권리와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하며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문화는 ‘통(通)’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연과 자연,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신령, 그리고 자신은 자신과 모두 ‘감통(感通)’할 수 있다. 
감통(感通)으로 하나에 이르게 되는데 아마 영어에는 없는 단어일 것이다. 감통(感通)하면 
진정으로 동체(同體)가 되며 내외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7. 동정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바로 동체同體(empathy)로 감통(感通)의 산물이다. 
‘동체(同體)’는 외부사물과의 일체감을 의미하는데 empathy 로는 그 함의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영어에는 ‘여물동체(與物同體)’라는 단어가 없을 것이다. 동정과 동체는 
공히 단순한 인식의 내포를 넘어서는 것으로 존재론적이고 감정적인 투사나 감정이입의 
의미가 있다. 동체는 ‘與天地萬物爲一體(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다-程顥, 陽明)’ 다. 
‘天人本無二, 不必言合(하늘과 사람은 본디 둘이 아니므로 반드시 합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大程)’. 이를 ‘대일(大一)’이라 하는데 이는 가장 큰 ‘용(容)’을 뜻한다. 이 때, ‘一’만 
있다면 온 세계는 하나의 통일체이며, 공동체인 동시에 운명공동체가 된다. 공동체는 
‘一’이지만 차별을 내포하고, 차별을 내포하되 모순이나 대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며 인류운명공동체의 함의이기도 하다. 이 ‘一’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없다.

8. 물론, 사실차원에서 우리는 전용(全容), 동체(同體)에 이르기 어렵다. 따라서 
탑재자 혹은 수용자로서 부단히 용(容)의 능력을 키워야 하며 이는 어려운 
도덕수양과제이다. 여기서 탑재자란 것은 사람인 동시에 문화 또는 문명이다. 

9. ‘용(容)’이 동향성의 탑재라면 용량 확대효과를 가진다. 단, ‘용(容)’은 본질적으로 
모순에 대한 포용이며, 異를 容(받아들이는)하는 것으로 자신과 모순되는 사물에 대해 
알고 이해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정하고 존중하며 마침에 동체(同體)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용의 기본적 함의가 바로 앞서 말한 용인 tolerance 과 존중 respect 다. 

10. ‘용(容)’의 원칙하에, 다른 문명은 병존, 병치할 수 있다. 병치는 다른 문명의 
보유나 본 문명과 같은 존재의 권리를 허락하며,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함을 의미한다. 
이는 진웨린(金岳霖)이 말한 광의의 ‘존재론적 민주’의 한 부분이다. ‘道竝行不相愽, 
萬物竝育而不相害(도는 함께 행하여져도 서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만물은 함께 자라도 
서로 해치지 아니한다-中庸)이다. 동시에 존재의 ‘병존’은 ‘공존’, 즉 co-existence 다. 
다른 문명의 존재를 허락하는 것은 다른 문명과 함께 지내는 최소한의 것(容)이다. 

11. 공존에 있어 문명의 이해, 동정, 존중 그리고 동체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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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동체에 이르기 어려우나 이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다.
12. 모든 문명은 자기 문명이 마음을 열고 다른 문명을 포용하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이 포용할수록 더욱 위대한 문명이 된다. 이것이 바로 ‘有容乃大’이다. ‘能容’은 문명의 
덕성이다. 용, 공. 전, 천, 도의 논리관계로 미루어보면 용의 대상이 많을수록 이런 용은 
더욱 긍정적인 가치가 된다. 용량이 커질수록 수용자도 커진다. ‘大’는 긍정적인 
가치이다. 大는 위대함을 뜻한다. 

13. 명대 담약수(湛若水)는 ‘心包乎萬物之外而貫乎萬物之中’ 을 말했는데 우리가 이를 
미루어 보면 마음은 다른 문명을 감싸고 있는 동시에 그 만물을 꿰뚫고 있음을 말한다. 
다른 문명은 우리가 ‘心(마음)’으로 체득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중국의 ‘心’이 단순한 
‘mind’가 아니라 ‘heart’의 뜻도 내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heart’가 우선인 것을 알아야 
한다. Mind 는 이성이나 heart 가 우선시하는 것은 감정이며, 감정이 없다면 존중이나 
동감도 없다. 

14. “易傳”에 따르면  ‘乾以易知, 坤以簡能’, 즉 易는 쉽게 알 수 있고 簡은 따르기 
쉽다. 쉽게 알 수 있으면 친함이 있고 쉽게 따를 수 있으면 공을 이룰 수 있다. 친함이 
있으면 오래 머물 수 있고 공은 커질 수 있다. 오래 머물 수 있음은 현인의 덕이며, 큰 
것은 현인의 업이다. 여기서 ‘久’는 미래를 내포하고 있다. 

15. 문명의 미래는 체득하여 하는 것과 친한 성현의 사업에 기인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학자분들이 모두 인류문명공동체의 오래된 대업을 촉진하는 성현이다. 모두 
함께 노력하여 미래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바란다.

16. 張載의 말로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爲天地立心, 爲生命立命, 爲往聖繼絶學, 
爲萬世開太平(하늘과 땅을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도를 세우고, 옛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성세를 열자)’. 



236

论“容”——关于科技突进时代人类文明共存共生的方法论思考 

乔清举  中国·中央党校教授、博导

在当今科技狂飙突进的时代，人类面临与自然、与他人、与不同文明之间共存共生的艰

巨课题。中国有个成语，叫做“有容乃大”，其中“有”、“乃”，不是概念，不用多解释

；需要解释的是“容”和“大”。“容”是不同文明共存共生的方法论原则，“大”则是文

明包容发展的结果。我的发言专门论述“容”。

一、“容”的基本结构分析

“容”蕴含“容纳者”或“承载者”、“被容纳者”或“被承载者”，以及“容”的方

式、性质、特点三大组成要素。
容纳与被容纳是对存在的划分，这一划分超出了现有的主客体范畴。大海、大地都可以

是容纳者，但它们都不是通常意义的主体。通常意义的主体是人。山脉、森林、动物、人类

都是被容纳者，但这些都不是通常意义的客体，都超出了客体的范畴，人也在自然的容纳之

中。
被容纳者和容纳者是什么关系？二者是互涵的，可以有“无关”、“相关”两种关系；

相关之中又可以进一步分为“同向”、“异向”或“互助”、“互斥”两类关系。最本质的

相关关系是内在关系。
无关也就是不相关。仓库和货物是外在关系、不相干关系；因为仓库可以装各类不同的

货物。
显然，大地和它的承载物之间的关系并不是不相干的，大地上的一切山川动植物和大地

并不是一个仓库和储藏物的关系，一个没有储藏物的空仓库是可以存在的，但离开了山脉河

海动植物，也就没有所谓大地了。世界上并不存在一个空壳的一无所有的大地。大地承载了

一切。大地和它的承载物是相干关系。进一步分析表明，这种相干关系是同向互助的内在关

系。山川秀美、风光迤逦、虎豹的矫健、秃鹫苍鹰的翱翔，都是对于大地的丰富，“鸢飞戾

天，鱼跃于渊”（《中庸》），是自然的美丽的呈现。这些要素共同构成完整完善完美的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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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界，是人与自然和谐的生态哲学的基础。
死亡和灾害对于山川的毁灭一方面是与大地的互斥关系，但另一方面，“天地无心而成

化”（程颢），生命和自然通过死亡开始新的展开，所以这些否定性也可以说是自然进一步

展开的准备阶段，构成更高意义的同向互助。对于自然的这种辩证性展开的过程，当代生态

哲学家罗尔斯顿（Holmes RolstonⅢ）有过深入的论述。同向互助关系是承载者和承载物 

具有同一性的关系。

二、关于“容”的哲学与语义学分析

（一）“容”的本体论基础：无私：non-partial、道

“天无私覆，地无私载，日月无私照。”（《礼记·孔子闲居》）“地无私载”，是说

大地没有偏心，承载一切，不会有的承载，有的不承载。同样，“天无私覆”也是天没有偏

颇地笼罩着、覆盖着天下万物；不会漏出一块大地，不去覆盖它。当然，臭氧空洞的形成，
是天空出现了漏洞，不能覆盖全部的大地。那是人类给自然造成污染带来的后果。这里的“

私”，都是不全面、漏掉一部分，偏，偏爱某一部分。“容”与“私”相反，是全面、全部

都不是部分。全了，也就是“公”。
所以老子说“容乃公，公乃全，全乃天。天乃道，道乃久，殁身不殆。”（《道德经》）

容、公、全、天、道，“容”是符合道的。
（二）什么是“容”？物理意义与德性意义

“容”首先是物理意义的装载、承担。比如说，一部电梯，它能承载多少人？一辆卡车，
它的载重量有多大？是 5 吨、十吨，还是一百吨？承载量越多，容量就越大。这个承载就是

“容”。英文的 load、tonnage 、capacity 与“容”近似，比如，gross vehicle load、 
deadweight tonnage、load capacity、the carrying capacity of a ship， 
都是讲承载量的。

请大家注意，这个 the carrying capacity of a ship，讲的是一艘船的承载量。 
恰好，在中国文化中也有一个说法，叫做“宰相肚里能撑船”，讲的是宰相，一个国家的总

理，他的心胸宽阔到可以容纳一艘大船，这当然是一个形象的比喻，说明他能够能容纳和

包容很多的事情。这里，承载量就从物理意义上升到了道德意义。概念的含义为什么能够

上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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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概念上升的语言学与哲学基础：语言的分界使用和跨界使用

在中国文化中，语言的使用一方面有界别，即或者表示物理，或者表示心理，或者表示

德性；语言在不同界别的使用区别是分明的。
不 过 ， 在 中 国 文 化 中 ， 语 言 还 有 一 个 “ 跨 界 ” 的 用 法 ， 

即用具有物理意义的、可视意义的词汇来表达德性意义的、不可视意义的意思，使得一个语

文意义的普通词语上升为哲学意义的概念。
语言的跨界使用的本体论基础是天人合一。在天人合一的原则下，表达在自然意义的词

汇和表达德性意义的词汇可以通用，这也表明自然与价值、物性与德性的统一。这可能是基

于古希腊-拉丁语系的欧洲语言所没有的一个特点。“容”中国文化中具有道德上的“包容

”、“容忍”意义；在中国文化中，还是“容”这个词；而在英文中，“容忍”是“tolera

nce”，与“capacity”在字形学上相差就很远了。

三、“容”在人与自然关系上的展开

1、“容”作为一种德性，首先是能够存放。也就是说，能够把自己之外的事物都存放

在自己之中，海纳百川，地载华岳，都首先是存放，有形的“容”。
中国古代文化认为，山脉、河流、森林、动物，人类、社会活动等，都是在大地之上展

开的，所以大地有承载一切自然和人类活动的伟大的能力，这种能力也是德性。《易传》说，
“天地之大德曰生”，自然界生生不息是大地的德性的展开。《中庸》上说：“今夫地，一

撮土之多，及其广厚，载华岳而不重；振河海而不洩，万物载焉。”

董仲舒提出了“德至禽兽”、“泽及草木”、“恩至于土”、“恩至于水”、“恩至于

金石”等不同说法；《易纬·乾凿度》提出“德及深泉”；郑玄提出了“仁，爱人以及物”

的命题，这些都是善待自然的命题。其中尤其值得注意的是“仁，爱人以及物”的说法，明

确地揭示出了仁的自然维度。
2、有形的“容”形成美学上的“壮观”。“天地有大美而不言”（《庄子》）。“道

并行不相悖、万物并育而不相害。”（《中庸》）
3、由于自然和价值、物理和德性是统一的，所以作为承载量的“容”也是作为德性的

“容”。《易传》有“地势坤，君子以厚德载物”的说法。
4、人作为大地的承载物，具有和自然形成互斥关系的可能性，实际上就当今整个世界

的生态状态来看，这种互斥关系已经在形成之中。目前人类的行为造成了臭氧空洞，导致了

“天有私覆”的后果。



학술세션 1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239

四、“容”在文明关系上的展开

1、如前所述，“容”可以跨界使用，可以从自然的性能上升到指称人的德性。“容”

作为德性，同样也是容纳外部事物。一个人，容纳外部事物是“容”；一种文化或文明，容

纳另外一种文化或文明也是容。一种文化或文明对于另一种文化或文明的容纳是文化之德、
文明的德性。德性可以用薄厚来说明，不能容纳其他文明的文明是薄德文明。

2、差异是容的前提。“容”蕴含差异，完全是“同”，那就已经是一体了，就不存在

“容”的逻辑可能性了。有差异，才会有“容”的问题。
3、人对外部事物的容，不是有形的“容”，而是无形的“容”，是收纳外物于心。孟

子说，“万物皆备于我”，“皆备”，就是容。无形是作为德性的容的形式特点。
4、但是，“容”不是简单地把外部事物存放在心中。“容”本质上是被承载物的无矛

盾无排斥的存在。如果被承载物，或者说心中所装的事情是相互矛盾的，那么相互矛盾的事

物是不能并存的，所以，心或许只能承载其中大的一个或一方，这样心的容也就不公不全了

，就偏了；偏，就不能称作公和容了。同时，“心有奠志”（《郭店竹简》），这是说心是

有倾向性的。事物的存在或许和心灵大地倾向相矛盾，这样心灵也很难容纳这样的事物，同

样心的容也是不公不全的。可见，“容”的存在，正是因为有差异存在，差异形成矛盾。所

以，“容”是对矛盾的克服和超越。
5、如何客服和超越？“容”要有一种对于事物的观法，首先使存于心中的事物不相矛

盾，其次使事物和自己的心灵不相矛盾。
6、不同文明的观法：观法是什么呢？首先是知道、了解所容纳或承载的对象是什么，

这 是 个 开 端 。 其 次 要 对 于 事 物 要 有 理 解 。 理 解 比 知 道 深 一 层 。 知 道 （ t o 

know）是了解事物的性质、特点、关系等，是就事物个体的存在而言的。理解(to 

understand)则深入到事物的本源、事物与其他事物的关系、事物自身的价值等。比理解更

进一步的是同情(sympathy) 和尊重（respect),从事物自身的存在的权利和价值上认可、 
承认、支持它。中国文化重视“通”的概念，自然之间、人和自然，人和他人，人和神灵、
人自身都是可以“感通”的。“感通”从而达到一体，这个“感通”恐怕也是英语所没有的。
感通了，也就真正做到同体了，也就无所谓内外了。

7、比同情更高一级的是“同体”（empathy），同体是感通的产物。“同体”是与外物

的一体感，empathy 还不足以说明其内涵。可能英语中没有“与物同体”的词汇。同情和同

体都有超出单纯认知的内涵，有存在的、感情的投射或投入。同体是做到“与天地万物为一

体”（程颢、阳明）。“天人本无二，不必言合。”（大程）。此之谓“大一”，其实也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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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最大的“容”。这个时候，只有一，整个世界是一个统一体，是一个共同体，命运的共同

体。共同体是一，但含有差别；含有差别，但不矛盾和对立。这就是“和而不同”，也是“

人类命运共同体”的含义所在。这个“一”因其是唯一，也就无所谓大小了。
8、当然，在事实上，我们是很难做得到全容、同体的，所以，作为承载者或容纳者，

不断地提高容的能力，是一个艰巨的道德修养课题。这里的承载者既是人，也是一种文化或

文明。
9、“容”作为同向的承载，也具有容量扩大的效果，但“容”在本质上是对矛盾的包容，

是容“异”，是对与己矛盾的事物的了解、理解、存放、接纳、同情、尊重以至于同体。这

样的容的基本含义，就是前文说到的容忍 tolerance 和尊重 respect。
10、在“容”的原则下，不同文明是可以并存或并置的，并置意味着允许其他文明拥有

和本文明一样的存在权利，尊重对方的界域。这是金岳霖所说的广义的“存在的民主”的一

部分。“道并行而不相悖，万物并育而不相害”（《中庸》）。同时，存在的“并存”也就

是“共存”，是 co-existence)。允许异文明存在，是不同文明相处的最低限度。
11、在共存之上，可以进一步谈到文明的理解、同情、尊重和同体。共同体是很难达到

的，但这是人类应该追求目标。
12、每一个文明，都应使自己文明的心胸开阔起来，包容其他文明。包容越多，这一文

明也就越伟大。这就是“有容乃大”。“能容”是文明的德性。
从容、公、全、天、道的逻辑关系上看，“容”的对象越多，这种“容”越是值得肯定

的价值。容量越多，容纳者也就越大。“大”是一个值得肯定的价值。大，就是伟大。
13、明代湛若水说“心包乎万物之外而贯乎万物之中”，我们把这一命题进行推延，则

可以说心包乎其他文明之外而又贯乎万物之中；不同的文明都需要我们用“心”去体会。请

大家注意，中国的“心”并不是单纯是 mind，还有 heart 的含义，甚至说首先是 heart。Mi

nd 是理性，heart 则首要地是情感；没有情感，就没有尊重和同感。
14、《易传》说，“乾以易知,坤以简能。易则易知,简则易从。易知则有亲,易从则有

功。有亲则可久,有功则可大。可久则贤人之德,可大则贤人之业。”这里的“久”就包涵着

未来。
15、文明的未来，是基于体知、可亲的圣贤事业。在座的每一位学者，都是促进人类“

文明共同体”可久可大的圣贤。让我们共同努力，使未来能够共享。
16、让我们以张载的话作为结束：“为天地立心，为生命立命，为往圣继绝学，为万世

开太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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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가치의 본질과 실현

발표내용

전통적인 동아시아 철학에서 우주론과 존재론은 하나로 결합되며, 도교의 도(道)와 유교의 천

(天)은 실체(noumenon)이며 우주의 생산자이다. 실체로서 도와 천은 세상의 본질이다. 사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철학에 따르면, 세상의 본질은 어떤 종류의 가치이기 때문에 도와 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도와 천이 만물을 생성할 때 만물에 본성을 부여하면서 만물의 본질이 

되었다. 송(宋) 나라에 이르면 짱자이(張載, 보통 張橫渠로 불림)는 이런 종류의 본성을 의리

지성(義理之性), 즉 이성적인 본성이라 하였고, 생물학적인 본성을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네 가지 시작(四

端)과 일곱 가지 감정(七情)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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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이러한 상황의 근본원인은 동아시아 철학의 형이상학에 결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나는 두 가지 종류의 존재, 즉 물질적 존재와 의미와 가치의 존재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와 천은 우주의 만물을 생성하므로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존재이다. 이것은 우주론과 존

재론 모두 물질적 존재를 연구함을 의미한다. 사실, 물질은 가치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아시아 철학이 도와 천 그리고 세계까지도 가치로 보는 것은 근본

적인 오류라고 할 것이다. 

물질적 존재와 의미 및 가치의 존재는 두 세계에 속한다.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이며 분리되

어 있다. 나는 강연의 편의상 도를 실체의 개념 및 우주의 생산자로 사용하며, 장(藏)을 의

미와 가치의 세계로 사용한다. 이 때 “장”이라는 단어는 창고를 의미한다. 의미와 가치

의 세계는 의미와 가치를 담고있는 창고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도가 만물을 생성할 때, 만물에 본성을 부여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본성

은 단지 물리적인 본성이다. 소위 의리지성(義理之性)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5

가지 종류가 있다. 순야타(sunyata), 즉 아무 것도 없다는 본성이며 이것을 공무지성(空無

之性)이라고도 하며, 조화로운 기의 본성을 충기지성(沖氣之性)이라고 하고, 동정심을 느끼

는 본성을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하며, 여섯 가지 감정을 가지는 본성을 육기지성(六氣

之性)이라고 부르고, 사사로운 욕망을 가지는 본성을 사욕지성(私慾之性)이라고 한다.

물질세계에서 우주가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하고 훌륭한 것은 마음(心)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기능은 장(藏)에서 나오는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

간의 의미와 가치가 마음에 의해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마음은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마음이 인간의 본성을 구현한다. 

인간의 5가지 본성에는 가치가 없지만, 그 인격과 형태는 가치와 합치될 수 있다 (우합, 偶

合). 일반적으로, 순야타 본성(空無之性), 충기지성(沖氣之性),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가치와 

완전히 합치하고, 6가지의 감정적 기(氣)의 본성은 가치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사욕지성

(私慾之性)은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물리적 세계에는 가치가 없지만, 그 성격과 

형태는 가치와 합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꽃에 아름다움이나 추함의 본성이 없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 혹은 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꽃의 성격과 형태는 아름다움과 합치한다. 

가치와 합치하는 본성의 실현은 가치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한편, 가치와 합치하지 않는 본성의 실현은 가치의 실현을 방해 할 수 있다.

인간이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지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시작(四端)과 일곱 가지 감정(七情) 모두 물리적 본성

(氣)의 실현이며 가치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사단(四端)은 완전히 가치와 합치하며, 한편 

칠정(七情)은 가치와 부분적으로 합치하면서 부분적으로 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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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 traditional East Asian philosophy, cosmology and ontology are combined as one, 
thus the Dao道 in Daoism and Tian天 in Confucianism are both the noumenon and 
the producer of the universe. As the noumenon, Dao and Tian are the nature of 
the world. In fact, according to traditional East Asian philosophy, the nature of the 
world is some kinds of value, so that Dao and Tian are also the bearer of value. 
When Dao and Tian produce the myriad things, they also endow their nature to 
myriad things and become the nature of myriad things. Up to Song dynasty, Zhang 
Zai張載 named this kind of nature as reason nature義理之性 and named the 
biological nature as the physical nature氣質之性.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an unsolvable problem. This problem becomes the argument on the four 
beginnings and seven emotions. 
It seems that the root cause of the situation is the defect of metaphysics in East 
Asian philosophy. I argue that there are two kinds of beings, namely the being of 
matter and the being of meaning and value. Since Dao and Tian are the producers 
of the universe, so that they are the material beings ultimately. That means both 
cosmology and ontology study the material beings. In fact, mater has not the 
property of value, thus the traditional East Asian philosophy takes the nature of the 
Dao or Tian even the world as value is a fundamental mistake. 
The being of matter and the being of meaning and value belong to two worlds. 
They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isolated from each other. For the 
convenience of narration, I use Dao as the concept of noumenon and the producer 
of the universe, and Zang藏 as the world of meaning and value. Zang means 
storehouse. As the world of meaning and value is the storehouse containing 
meaning and value, I name it as Zang.
I agree that when Dao produce the myriad things, it endows the nature to myriad 
things. But this kind of nature is only the physical nature. The so-called reason 
nature is inexistent. There are five kinds of human nature, namely the sunyata 
nature空無之性, the nature of harmonious qi沖氣之性, the compassion nature惻隱之心, 
the nature of six emotional qi六氣之性, and the nature of selfish desire私慾之性. 
In the world of matter, the most delicate and superb thing which the universe can 
produce is xin心 (mind-heart).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xin to man is to 
realize the meaning and value from Zang. That means the meaning and value of 
human being are established by xin. 
Of course, xin has other functions. For example, it also realizes the human nature. 
Although there are not the value in the five kinds of human nature, but the 
character and form of them may coincide 偶合 with value. Generally speaking, 
sunyata nature, the nature of harmonious qi, the compassion nature completely 
coincide with value, the nature of six emotional qi partly coincide with value, the 
nature of selfish desire doesn’t coincide with value. Meanwhile, although the 
physical world does not have the value, but the character and form of it may 
coincide value. For instance, A flower has not the nature of beauty or ugly, so that 
we can’t say it is beautiful or ugly, but its character and form coincide with beauty. 
It is significant to point out, the realization of the nature which coincide with value 
can help the realization the value. Meanwhile, the realization of the nature doesn’t 
coincide with value can hinder the realization of value. 
There are two elements can make lose human value, which are selfish desire and 
knowledge. 
According to the ideas above, both four beginnings and seven emotions are the 
realization of physical nature, and have no connection with value. But the four 
beginnings completely coincide with value, and meanwhile the seven emotions 
partly coincide with value and partly doesn’t coincide wit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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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본질과 실현
The Origin and Realization of Value

궈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1. 전통 철학의 가치 근원에 대한 이론적 난제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연구이며, 본체론은 세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탐구이다. 서양의 학술 체계에서 우주론과 본체론은 서로 다른 분야로 분류된다. 즉 우주
론은 과학 연구의 대상이지만 본체론은 철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반면 동아시아의 주류 
철학인 도가와 유가에서 우주론과 본체론은 동일한 분야로, 세계의 본질과 본성이 곧 우
주 창조자의 본질이자 본성이며, 혹은 세계의 본질과 본성이 우주 창조자의 본질과 본성
에서 기원한다고 말한다. 도가의 도(道), 공자의 역(易)1), 후유(後儒)의 천(天) 역시 그러
하다. 이 모두가 우주론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본체론의 범주에도 속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도가와 유가가 이야기하는 세계의 본질과 본성은 모두 가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본질과 본성이 우주 창조자의 본질과 본성에서 비롯된 만
큼, 우주 창조자의 도(道), 역(易), 천(天)의 본질과 본성 역시 가치의 근원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우주가 대화(大化)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우
주 창조자의 도, 역, 천은 만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본질과 본성을 만물에게 부여했
고, 만물의 성질[性]이 되었다. 노자의 ‘덕(德)’과 《역전(易傳)》,《중용(中庸)》,《맹자(孟子)》
의 ‘성(性)’은 모두 이러한 가치 속성을 갖는 성(性)이다. 후에 송유(宋儒)가 가치 속성을 
지닌 ‘성’을 ‘의리(義理)의 성’이라고 불렀으며 만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생리적 속성
을 ‘기질(氣質)의 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의리의 성과 기질의 성 사이의 상관 관계는 

1)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금본의 《역전(易傳)》 중 <계사(系辭)편> 전문, 《설괘(說卦)》1, 2, 3장, 《건

문언(乾文言)》제1절을 제외한 부분, 《곤문언(坤文言)》 전문, 황서 《역전(易傳)》전문은 모두 공자의 

역설이다. 졸작 《초기의 역전에서부터 공자의 역설(역전의 성서 문제 재검토)》,  《국제역학연구》제

3집, 화샤출판사 1997년 출판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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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한국 유학에서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으로 귀결됐다. 그 시작은 주자에
서 비롯됐다. 주자는 《주자어류(朱子語類)》 53권에서 “사단은 이(理)의 발단이며 칠정은 
기(氣)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단 중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
心)은 정(情)에 속하는 것이 아니던가? 또한 정은 기질(氣質)에 속하지 않던가? 따라서 
사단이 이(理)의 발단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퇴계는 
주설에 대해 “사단은 곧 이가 발동하여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다(四則理發而氣隨之), 칠
정은 곧 기가 발현하여 이가 기를 타는 것이다(七則氣發而理乘之)2)”고 수정했다. 이는 
주자의 주장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가 발현하는데 어째서 기가 이를 따
르는 것인가? 또한 기가 발현하는데 어째서 이가 기를 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모순으로 남아있다. 기고봉(奇高峰)은 더 나아가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七情包
四端)”는 명제를 제기하며 “대개 사람의 마음이 발하기 전을 성이라 하고, 이미 발한 뒤
에는 정이라 하는데, 성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정에는 선과 악이 있으니 이것은 이
치가 원래 그러한 것이다. 다만 자사와 맹자가 입각하여 말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의 구별이 있을 뿐이고, 칠정 밖에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3)” 고 주장했다.

사단을 칠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주자와 퇴계의 모순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즉, 아직 발하지 않은 성(性)을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미 발한 후의 정(情)은 어찌 “선과 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악은 어디에서 오
는가? 만약 악이 기질에서 비롯된다면, 정을 단순히 성이 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2. 장(藏)과 도(道), 가치계와 물질계의 공존과 단절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교 철학의 최상층 설계에 존재하는 결함 때
문이라고 보며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와 가치의 존재이다. 도가의 도, 공자의 역, 후유의 

2)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1책, 16권, 32쪽

3)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两先生四七理气往复书)》상권,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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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우주의 본원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국 물질적 존재로 귀결된다. 바꿔 말해서 유교 
철학 중 우주론과 본체론이 연구하는 대상은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적 존재는 물질적 속
성만 지닐 뿐 가치적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적인 유교 철학은 우주의 본질, 
본성인 본체를 가치로 귀결하는 근본적인 오류가 존재한다.   

의미와 가치의 존재는 물질 세계 밖의 또 다른 세계에 속한다. 물질적 존재와 가치적 
존재는 병렬하는 서로 다른 세계이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이고 상호 단절된 세계이다. 
설명의 편리를 위해 노자의 ‘도(道)’를 가지고 물질계 중 우주의 본원, 세계의 본체 개념
을 설명하고, ‘장(藏)’을 통해 가치계를 설명하려 한다. 《옥편·초부(玉篇·艹部)》에 따르면 
“장(藏)이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치계는 의미와 가치를 담아두는 곳
간을 가리킨다.

물질계에서 우주의 본원이자 세계의 본체인 도는 하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도체(道体)라고 부른다. 그것은 끝도 가도 없으며[無邊無際] 무궁무진하고[無窮無盡] 포함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無所不包]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不生不滅] 하나의 절대적인 
‘대전(大全)’이자 모든 존재의 어머니이다. 도의 물질성으로 비추어 보아 도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는 ‘기(氣)’라고 할 수 있다.

기(氣)는 질(質), 능(能), 리(理)라는 세 가지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성질은 질료(質料)
이고 능은 기능[功能]이며 리는 이치[理則]를 가리킨다.  

주돈이(周敦頤)는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무극이 곧 태극”이라 하였다. 도체계(道
体界)에서 기는 원기(元氣)로써 항구하고 자유자재하며 무형의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기
소(氣素)는 바로 무극(無極)이다. 이러한 항구성을 갖는 원기가 함유하고 있는 질, 능, 리
를 각각 항질(恒質), 항능(恒能), 항리(恒理)라고 할 수 있다. “무극이 곧 태극이다”라는 
말은 “무극이 화하여 태극을 생한다”는 의미로, 태극은 현대 천문 물리학에서 소위 말하
는 기점(奇點)이다. 기점이라 불리는 태극은 우주의 ‘원시세포’로 크기가 아주 작아 육안
으로 볼 수 없을 정도지만 그러나 분명 형체가 있으며 하나의 유한한 존재이다. 태극에 
존재하는 질, 능, 리는 각각 태질(太質), 태능(太能), 태리(太理)다. 따라서 태극의 유한성
을 전해 받은 태질, 태능, 태리도 역시 유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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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는 태극(기점)의 핵분열로 생겨났고 태극은 우주만물의 직접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는 모체이고 태극은 모체가 낳아 기른 알이며 우주는 즉 알에서 태어난 
영아다. 태극이 우주 만물로 변화한 후 그 자신은(구체적으로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태
극, 태능, 태리) 우주 만물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듯 태극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
는 만물을 탄생시킨 태극으로서의 본원 태극이고, 다른 하나는 만물이 가지고 있는 태극
인 차생 태극이다.

3. 인성(人性)과 그 유형

만물은 각자 태극을 갖고 있으며, 이는 만물이 각각 질, 능, 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물이 가지고 있는 질, 능, 리는 각각 물질(物質), 물능(物能), 물리(物理)로 
분류할 수 있다. 물능이란 만물의 성(性)이다. 태극이 유한한 무극을 이어받은 것과 마찬
가지로, 만물 역시 유한한 태극을 이어 받았다. 만물은 태극으로부터 천차만별의 것을 이
어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천차만별인 것이고 만물의 성 역시 천차만별이다. 순자가 만물
의 차별에 대해 잘 요약한 기록이 있다. 《순자·왕제편(荀子·王制篇》을 보면 “수(水)와 화
(火)는 기(氣)가 있으나 생명[生]은 없고, 초목은 생명[生]이 있으나 지(知)가 없으며, 짐승
은 지(知)가 있으나 의(義)가 없으며, 사람은 기, 생, 지, 의4)가 모두 있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순자는 만물을 네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바로 유기지물(有
氣之物, 광물질), 유생지물(有生之物, 식물), 유지지물(有知之物, 동물), 유의지물(有義之
物, 사람)이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소위 성(性)이란 각종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의 총합이다. 
그중 하나의 사물을 가장 대표하는 본질이자 다른 사물과 서로 구별되는 기능을 필자는 

4) 앞의 세 개는 ‘유(有)’자를 모두 어떠한 속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으며, 따라서 이 구
절 중 ‘유’자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절 중의 ‘의(義)’자를 ‘인의’나 ‘예의’의 ‘의’라
고 해석하는 것은 맹자의 성선설과 같은 의미이므로 순자가 주장하는 ‘진의(真義)’와는 다르다. 순자의 
《해폐解蔽》편 하권을 보면 “사람은 어찌 여럿이 모여 살수 있는가. 그것은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분
별은 어째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로움을 가지고 분별하면 화합하게 된
다”고 하였다. 또한 양경(楊倞)은 주석에서 “의는 재단(裁斷,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가름)이다”고 하였다. 
중용에서는 “의란 마땅함을 행하는 것(義者, 宜也)”이라 하였다. ‘마땅함(宜)’이란 옳고 그름과 선악을 가
르는 재단에 의지해야 하며, 따라서 ‘의(義)’란 재단의 의미가 있다. 리디셩(李涤生)은 그의 저서 《순자집
해(荀子集釋)》(타이완학생서국, 1981년판, 181쪽)에서 “의(義)란 이성(理性)이다”고 인용했으며, 이를 진짜 
해석으로 본다.



250

‘본질적 성’이라 하며, 이외의 기능은 ‘비본질적 성’이라 칭하겠다. 유생지물의 본질적 성
은 생명, 유지지물의 본질적 성질은 동물의 마음, 유지지물의 본절적 성질은 사람의 마음
에서 구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차원의 기능은 곧 서로 다른 사물의 성
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비(非)생명은 물이나 불과 같은 비생명 물질적 기의 성이며, 생
명은 생물적 기의 성이고, 동물의 마음은 동물적 기의 성이며, 사람의 마음은 곧 사람의 
기의 성이다. 따라서 소위 금수의 마음은 금수의 성이며, 사람의 마음은 인성이고, 심은 
곧 성(性)이라 하겠다.

즉, 네 종류 사물의 성은 서로 다르다. 필자의 중국인의 성론(性論)에 대한 이해와 인
성에 대한 관찰에 따르면, 인성(人性)은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생리(生理)의 
성으로 사람의 온 몸의 기능을 가리킨다. 둘째는 신리(身理)의 성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
리’는 생리와 심리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두 가지가 교감하는 상태이며, 따라서 신리의 
성은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기능이다. 세번째는 심리(心理)의 성으로 사람의 대뇌와 
전체 신경계의 기능을 가리킨다. 이는 다시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생리의 성이 
가장 낮은 단계이고 심리의 성이 가장 높은 단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심리의 성이고 그 다음이 신리의 성이며, 생리의 성은 학자들에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생리, 신리, 심리는 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중 신리의 성에 대해 살펴보자. 필자는 신리의 성이 공무(空無, 비움)의 성질, 충기

(衝氣)의 성질, 사욕의 성질 등을 포함한다고 본다. 첫째, 공무(空無)는 불교의 ‘성공무아
(性空無我)’에서 인용한 표현으로 인성(人性)이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불교는 《반야
심경(般若心经)》에서 ‘색(色)’에 대한 이론을 펼치며 성공(性空, 성품은 공함)에 대해 강론
하였으며,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空即是色)”이라 하였다. 색은 기의 표현 형식
이며 따라서 그 성은 기질의 성에 속한다. 충기(衝氣)는 《노자(老子)》42장에서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아(萬物負陰而抱陽), 충기로써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였다. 《설문(說
文)》에서 “충(衝)은 솟구쳐 나오는 것이다(衝，湧搖也)”고 했다. 고로 충기는 음양이 서로 
녹아 섞이는 조화의 기(氣)다. 여기서 필자는 충기의 성이 인간의 성질 중 진지하고 소박
하며, 허정(虛靜)하고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성공(性空)과 달리 노
자는 ‘자연’, ‘소박’, ‘수수’ 등으로 인간의 본성을 묘사했으며, 이는 성이 일종의 실유(實
有) 상태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욕(欲)’은 욕망을 가리키며, 관형어 ‘사(私)’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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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본성을 강조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욕(欲)’을 일종의 정(情)으로 본다. 욕이 
이미 발한 상태는 물론 정이지만, 발하지 않은 상태는 생리(生理)에서 비롯되지 심리(心
理)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필자가 말한 ‘사욕의 성(私欲之性)’은 ‘욕’이 발
하지 않은 상태의 성(性)을 가리킨다. 

4. 마음[心]과 가치의 발견

  물질계에서 우주가 빚어낸 가장 정교하고, 신비하며, 고차원적인 것은 바로 사람의 마
음[心]이다. 현대 과학은 마음을 뇌와 신경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마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며, 보통 지(知), 정(情), 의(意)로 표현된다. 

지(知)는 마음의 인지 기능을 말하며, 필자는 이를 ‘감지(感知)’, ‘체지(體知)’, ‘인지(認
知)’, ‘각지(覺知)’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혹자는 ‘감지심’, ‘인지심’, ‘체지심’, ‘각지심’으
로 부르기도 한다. 감지(感知)는 질(質) 세계의 항질(恒質), 태질(太質), 물질(物質) 을 인
지하는 능력으로, 마음이 사물의 질료(質料)를 느끼는 방식이다. 인간을 예로 들면, 질료
(質料)는 바로 피와 살이며, 때문에 감지는 인간이 자신의 생물적 특성에 대한 감응 방식
도 포함한다. 체지(體知)는 능(能) 세계의 항능(恒能), 태능(太能), 물능(物能)을 인지하는 
능력으로 마음이 사물 기능을 체득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능(能)은 바로 신체의 기능으
로, 때문에 자신의 신체 기능, 즉 인성의 체득은 체지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지(認知)는 
리(理)의 세계, 즉 항리(恒理), 태리(太理), 물리(物理)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마음이 사물
의 이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다. 인간의 물리는 사람의 생리 및 사람에 관련된 각
종 이치를 말하며 이 모든 것은 인지의 대상이 된다.

감지, 체지, 인지는 모두 물질 세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각지는 가치 세계에 대한 인지 
능력으로 마음이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각지는 가
치 세계와 물질 세계의 소통이자, 장(藏)과 도(道)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인간의 존재에 관해 각지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존재에는 밑에서부터 네 가지 단계
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의 존재, 두 번째는 사회의 존재, 세 번째는 정신의 존재, 네 
번째는 신앙의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네 가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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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각각 생물 생명, 사회 생명, 정신 생명, 신앙 생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는 사물의 본체와 응용의 관
계이며, 주관적으로 보면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기도 하다. 네 가지 단계는 각각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 다르게 다가선다. 그중 신앙 생명은 가장 높은 본체이자 목적을 갖는, 
혹은 생명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정신 생명, 세 번째는 사회 생명
이며, 마지막으로 생물 생명은 단순히 수단이 된다. 인간 생명의 네 가지 필요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각각 물질 세계, 사회문화, 정신문화, 신앙문화가 필요하다5). 인간의 생물 
생명을 만족시키기 위해 물질계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 생명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
문화도 필요하다. 즉, 인성과 사람을 위한다는 원리를 근간으로 정해진 여러 행위 원칙, 
법규, 풍속 등이 필요하며, 때문에 물질계에 종속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 생명, 신앙 
생명을 위한 정신문화, 신앙문화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 기반 위에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
만 의미와 가치는 각지를 통한 가치 세계의 깨달음과 발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신앙 생명과 정신 생명이 오직 의미와 가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므로, 인간 존재에 있어 각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생의 의미와 인류
의 가치는 각지로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발견해야 확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철학자들은 가치가 본심(本心), 본성(本性), 나아가 도(道)에서 나온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는 각지와 가치의 근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情)은 마음의 두 번째 기능으로,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육기지성(六氣之性)의 두 가
지로 나뉜다. 
  

측은(惻隱)에 관해 맹자는 《공손추(公孫醜) 상》에서 “누구든지 측은심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수치심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양심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시비심
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발단이 되고, 수치심은 의(義)의 발단이 되며, 
사양심은 예(禮)의 발단이고, 시비심은 지(智)의 발단이 된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마치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고 말한다. 또 맹자는 《고자상(告子上)》에서 “측은심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수치심도 누구에게나 있고, 공경심도 누구에게나 있으며, 시비심도 누구에게나 있다. 측은지심은 인(仁)
이며, 수치심은 의(義), 공경심은 예(禮), 시비심은 지(智)이다. 인의예지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며,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맹자의 ‘사단(四端)’은 ‘사체(四體)’와 

5) ‘가치’구조와 단계 : 중국과 서양의 가치 체계와 구분 및 융통에 관하여, 궈이(郭沂) 저, 마카오대학 ‘남국
학술’ 2018년 3호



학술세션 1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253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미 갖고 있는 것’이므로 성(性)이라 한다. 그러나 필자는 맹자의 사단(四端)중 
측은지심만이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갖는 속성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후천적 교육으로 형성되는 도덕 
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측은지심은 현대어로 ‘동정심’이다. 이는 선천적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육기(六氣)’는 《좌전(左傳)》소공 25년 자대숙의 말에서 나왔다. “백성에게는 호(好), 오(惡), 희(喜), 
노(怒), 애(哀), 락(樂)이 있는데 이는 여섯 가지 기(氣)에서 생긴다. 자세히 살피고 분류해 이를 육지(六
志)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호오희노애락’은 여섯 가지 정서로 자대숙은 이를 ‘육지(六志)’라 칭했다. 
육기(六氣)에서 ‘생긴다’라는 표현을 보면, 육기는 육지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그저 마음의 기능을 
일컫는 말이다. 때문에 본문에서 필자가 언급하는 ‘육기지성(六氣之性, 육기의 성질)’은 이러한 마
음의 기능을 말한다. 

의(意)는 마음의 두 번째 기본 기능이다. 필자는 의(意)가 마음의 영명(靈明)이자 주재이며, 방향과 상
태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마음의 영명(靈明)이란, 영성의 소재지와 밑바탕을 말하며, 일정한 
사상과 의식, 지식 등으로 이를 채워야 한다. 《대학(大學)》에서는 “사물을 헤아린 후에야 앎을 이
룰 수 있고, 앎을 이룬 후에야 의지를 진실되게 할 수 있으며, 의지를 진실되게 한 후에
야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대학》은 바른 도덕 지식으로 ‘의(意)’에 충실해야 하
며 이를 통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옛 사람들은 마음의 주재(主宰)로서의 의(意)
를 ‘심(心)’이라 칭했다. 곽점(郭店)은 《오행(五行)》에서 “마음은 눈, 코, 입, 귀, 손, 발을 다스린다. 마
음이 ‘예’라고 하면 감히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며, 마음이 따르면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
가고자 하면 감히 나아가지 않을 수 없으며, 뒤로 처지고자 하면 처지지 않을 수 없으며, 깊고자 하면 
감히 깊지 않을 수 없으며, 얕고자 하는데 감히 얕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한다. 또한 순자는 《천론(天
論)》에서 “심(心)은 흉강에 있어 이로써 오관(五官)을 다스리며, 그리하여 이를 천군(天君)이라고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마음은 모든 행동의 주재(主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의(意)를 옛 사람들은 ‘지(志)’라 불렀다. 공자는 《논어 리인(里仁)편》에서 “진실로 인(仁)에 뜻[志]을 
두면 악(惡)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후대 사람들은 생각 혹은 동기를 ‘의(意)’라고 불렀는데, 왕양명
(王陽明)은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의(意)가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 또한 마음
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의(意)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등장한다. “멈출 줄 알아야 차분해지고, 차분해진 뒤에야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해
진 뒤에야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해진 뒤에야 생각할 수 있고, 제대로 생각한 뒤에야 깨달
을 수 있다”, “소위 수신(修身)은 마음이 바른 상태여야 한다. 마음에 화가 있으면 바름



254

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움이 있어도 바름을 얻을 수 없고, 즐거움이 있어도 바름을 얻을 
수 없으며, 염려가 있어도 바름을 얻을 수 없다. 마음의 바르지 않음은 눈으로 볼 수 없
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맛보아도 그 맛을 알 수 없다” 《중용(中庸)》, 《대학》, 《오행》에서 
등장하는 ‘신독(愼獨, 스스로 삼가함)’과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지경(持敬, 지극한 마음으
로 경건함을 유지함)’등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대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의(意)가 가진 다양한 뜻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음을 지각(知覺)하는 또 다른 두 가
지 기본 기능인 지(知)와 정(情)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의(意)다. 지(知)로 말하자면, 의
(意)가 지의 방향을 결정하며, 이러한 앎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상당부분 결정하기
도 한다. 또 정(情)으로 말하자면, 의(意)는 단순히 정(情)의 발현과 미발현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발생 후 중단 혹은 소멸까지도 결정한다. 또한 지, 정이 반대로 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형식의 인성(人性)은 기질(氣質)에 속한다.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게 이치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물질 세계에서 파생된 가장 정교하고, 신비하며, 고차원적인 것인 데에
는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각 형식의 발현이자 실현이기 때문
이다. 신체의 기능으로서 각종 형식의 성질은 모두 잠재되어 있으며, 마음의 작용으로만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대숙의 여섯 가지 정서는 미발현된 육기(六
氣)와 발현된 육지(六志)로 나눌 수 있다. 육기는 마음의 기능으로서 잠재된 것이며, 육지
는 잠재된 육기가 나타나고 실현된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육기의 성질 
외에도 다른 인성(人性)의 형식 역시 인성으로 인해 나타나고 발현된다.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인간 주체성의 진정한 전달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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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치와 인성(人性), 실현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형식의 인성에서 각지(覺知)만이 장계(藏界)를 지향하며, 다른 형
식의 인성은 모두 기계(氣界)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인간 주체성의 전달자로서 마음이 발
견, 발현, 실현하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것이 발견, 발현, 실현하는 기계(氣界)의 물질
[質], 기능[能], 이치[理]와 그로 인해 형성된 산물들 간의 관계는 어떨까? 기(氣, 물질) 
자체는 가치의 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에 대한 발견, 발현, 실현의 산물은 
어떠한 가치도 없다. 그러나 발견, 발현, 실현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발견, 발현, 실현되
는 기계의 물질, 기능, 이치는 모두 마음이므로, 의미와 가치가 마음 및 마음이 발견, 발
현, 실현한 산물에 침투하게 된다. 이는 마치 한 장의 흑백사진처럼, 본래는 아무런 생기
가 없다가 채색을 통해 실제와 같은 색깔을 갖는 것과 같다. 

의미와 가치는 어떤 경로를 통해 기계에 침투하는 것일까? 기계는 가치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원소들은 가치가 갖는 것과 유사한 형식과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현
상을 필자는 ‘우합(偶合, 우연의 일치)’이라고 한다. 동중서(董仲舒)는 인성에 관해 “선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선하다 
할 수 없음’이 ‘선한 기질’이 있는 속성이며, 사실은 선과 우합하는 성질이라고 생각했다. 
사욕(私慾)은 가치와 상반, 대립되며 반(反)가치의 특징을 갖는다. 육기의 성질과 가치 역
시 우합하지 않으며 도리어 대립되어 비가치적 특징을 갖는다.

가치와의 우합 정도에 따라 그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긍정적 성질로 
가치와 완전히 우합하는 비움의 성질, 충기(衝氣)의 성질, 측은의 성질이 그것이다. 두번
째는 부정적 성질로, 반가치적 특징과 사욕의 성질을 말한다. 세번째는 중립 성질로 비가
치적 특징을 갖는 육기(六氣)의 성질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비록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이 기(氣)의 성질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성
질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사단(四端)은 긍정적 성질에 속하나, 칠정 중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좋아함, 미움은 중립 성질이며, 욕심은 부정적 성질이다. 사단(四端)
과 인의예지는 우합이 있을 뿐이며, 원류 혹은 파생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에는 가치 속성이 없으므로 선과 악이 없으나, 그 형식이나 성질은 가치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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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우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만물을 통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은 본래 아름다움이나 미움의 속성이 없으나, 그 형식과 성질을 빌어 아름다움이
라는 가치와 우합하게 했고, 꽃을 빌어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꽃을 빌어 아름다
움을 발견한 것이다.  

가치 실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각지심(覺知心)이 장계에 숨겨진 가치를 명료하게 체득한다.
(2) 각지심(覺知心)이 가치와 우합한 인성을 빌어 가치를 실현한다.
(3) 각지심(覺知心)이 가치와 우합한 만물을 빌어 가치를 발견한다.

그러나, 인성의 발현과 실현 과정에서는 피동적으로 각지심(覺知心)이 발견한 가치의 
침투를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상호환기: 각지심이 발견한 가치는 일종의 정신적 과정이나 생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인성을 촉발한다. 인성의 발현 자체는 일종의 생리, 신체, 심리적 과정이나 정신
적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각지심의 가치 발견을 추동할 수 있다. 

(2) 상호작용: 가치 발견은 인성을 동력으로 하며, 인성의 발현은 가치로서 이끈다.
(3) 상호침투: 위의 두 가지때문에, 가치의 발견과 인성의 발현은 서로 융합된다.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름다움의 본질에 관하여 서양 철학
사에서는 여러가지 관점이 형성되었다. 플라톤은 미(美)가 객관적인 것이라 주장하며, 
“아름다움 자체는 모든 사물에 더해질 수 있어 사물을 아름답게 한다. 돌, 나무토막, 인
간, 신, 동물, 심지어 학문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완전히 반대로, 흄
(David Hume)은 아름다움이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름다움은 사물 본연의 성
질이 아니며,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 사람마다 마음 속에서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마주한다”고 했다. 또 헤겔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아름다움은 주관과 객관의 통일이라 보았다. 헤겔은 “아름다움은 이념의 감성이 나타난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서 필자는 가치가 장계에서 오며 그중 아름다움의 가치는 
플라톤이 말한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모든 
사물에 더해져 그것을 아름답게 한다는 주장은 믿지 않는다. 또한 흄의 ‘아름다움은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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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에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높이 평가하나, 아름다움이 보는 이의 마음 속에 
있어 모든 이가 다른 아름다움을 마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름다
움은 애초에 장계에 존재하고, 그 후에 마음에서 발견되어 ‘보는 이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헤겔은 아름다움을 ‘감성의 발현’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아름다움과 우
합한 인성의 실현을 아름다움으로 착각한 것이다. 헤겔은 아름다움이 일종의 관념으로, 
가치의 객관성을 나타냈다고 인정한 것은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 

필자는 미(美)는 마음이 발견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각지하고 마음이 발현한 아름
다움의 가치와 우합한 인성을 체지하여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이는 객관적인 
것으로, 장계의 숨겨진 아름다움의 가치는 객관적인 것이나 또한 주관적인 것이며, 마음
의 참여와 실현이 있어야 한다. 심미감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내용으로, 정(情)을 동력으
로 정신적 과정의 생리적 반응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치와 우합한 인성의 실현은 가치 실현을 촉진하거나 도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치와 우합할 수 없거나 반가치적 특성을 가진 인성은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
나 막을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욕(私慾)이다. 이러한 인성은 반가치적 근본을 
지닌다. 

노자와 장자는 지식조차도 가치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여겼다. 《장자 천지(天地)
편》에서는 “기계(機械)가 있으면 반드시 기계로 인한 기사(機事)가 생기며, 기사가 생기면 
기계로 인한 욕심인 기심(機心)이 생긴다. 기심이 마음에 있는 자는 순백의 바탕을 이룰 
수 없으니, 순백이 없는 자는 정신과 성품이 안정되지 못하며, 정신과 성품이 불안정하면 
도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지식은 가치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각지심
(覺知心)을 훼방 놓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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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值的本原与实现
The Origin and Realization of Value

Guo Yi 郭  沂
首尔大学哲学系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一、传统哲学关于价值根源的理论困境

宇宙论研究宇宙的起源与演变，本体论探讨世界的本质和本性。在西方学术系统中，宇

宙论和本体论属于两个不同的领域，前者是科学研究的对象，而后者是哲学研究的对象。与

此不同，在作为东亚本土主流哲学的道家和儒家看来，宇宙论和本体论是合二为一的，世界

的本质和本性就是宇宙产生者的本质和本性，或者说，世界的本质和本性源自宇宙产生者的

本质和本性，道家的道、孔子的易1)和后儒的天，莫不如此。它们既是宇宙论的范畴，又是

本体论的范畴，一身兼二任。

尤其重要的是，道家和儒家所认定的世界本质和本性，都具有价值属性。既然世界的本

质和本性源自宇宙产生者的本质和本性，那么作为宇宙产生者道、易和天的本质、本性，也

就是价值的来源。

这一切都是通过宇宙大化实现的。按照这种哲学，作为宇宙产生者的道、易、天在生成

万物的过程中，便将其本质、本性赋予万物，并成为万物之性。老子的“德”和《易传》、

《中庸》、《孟子》的“性”，都是这种具有价值属性的性。后来宋儒将这种具有价值属性

的性叫做“义理之性”，而把万物所具有的物质的、生理的属性叫做“气质之性”。然而，

义理之性和气质之性之间的关系如何，却是一个无法判明的问题。

这个问题在韩国儒学中归结为四端七情之辩，其始作俑者为朱子。朱子认为：“四端是

理之发，七情是气之发。”（《朱子语类》卷五十三）然而，在四端中，恻隐之心和羞恶之

心难道不属于情吗？情难道不属于气质吗？故以四端为“理之发”，实难以自圆其说。鉴于

1) 根据笔者的考察，今本《易传》中的《系辞》全文、《说卦》前三章、《乾文言》第一节之外的部分、《坤文言》全文， 
以及帛书《易传》全文，皆属孔子易说。见拙作《从早期〈易传〉到孔子易说——重新检讨〈易传〉成书问题》，载
《国际易学研究》第3辑，华夏出版社1997年出版。



학술세션 1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259

此，李退溪对朱说做了修正：“四则理发而气随之，七则气发而理乘之。”（《退溪先生文

集》第1册，第16卷，第32页上）这显然比朱子的说法合理多了，然“理发”何以“气随

之”？“气发”何以“理乘之”？似仍难自洽。因而与之辩论的奇高峰则进一步提出“七情

包四端”之说：“盖人心未发则谓之性，已发则谓之情；而性无不善，情则有善恶，此乃固

然之理也。但子思、孟子所就以言之者不同故有四端、七情之别耳，非七情之外，复有四端

也。”（《两先生四七理气往复书》，上篇，第1-2页）诚然，将四端归入七情，化解了朱

子和退溪的矛盾，但又产生了新的问题：既然未发的性“无不善”，那么已发的情怎么可能

“有善恶”呢？恶从何来？如果说来自气质，那么情显然不是简单的性之“发”了。如此等等的问

题，似难以化解。

二、藏与道——价值世界与物质世界并存而隔绝

我认为，造成这种局面的根本原因，是儒道哲学的顶层设计存在缺陷，需要重构。

在我看来，世界上有两种存在，一是物质的存在，二是意义和价值的存在。道家的道、

孔子的易和后儒的天既然是宇宙的本源，因而它们归根结底都是物质性的。换言之，儒道哲

学中的宇宙论和本体论所研究的对象都是物质的存在，而物质的存在只具有物质属性，是不

具有价值属性的，因此传统儒道哲学将宇宙的本质、本性即本体归为价值，是一个根本性的

误会。

意义和价值的存在，属于物质世界之外的另外一个世界。就是说，物质的存在和价值的

存在是并列的两个不同的世界，它们相互独立，相互隔绝。为了论述之便，我沿用老子的

“道”来表达物质世界中作为宇宙本源、世界本体的概念，而用“藏”来表达价值世界。

《玉篇·艹部》：“藏，库藏。”价值世界是一个蕴藏意义和价值的府库，故名。

在物质世界，作为宇宙的本源和世界的本体，道是一个超越的和绝对的存在，堪称道

体。它无边无际、无穷无尽、无所不包、不生不灭，是一个绝对的“大全”和一切存在者之

母。鉴于道的物质性，构成道的基本元素可谓之“气”。

这样，我们可以把物质世界称为气界，把意义和价值的世界称为

气有三种基本形式，即质、能和理。其中，质就质料而言，能就功能而言，理就理则而言。

周敦颐曰：“无极而太极。”（《太极图说》）在道体界，气为元气，是永恒的、自在

的和无形的。故此这种状态下的气素，就是“无极”。而就其永恒性而言，此元气所含有的

质、能和理可分别称为恒质、恒能和恒理。“无极而太极”意味着无极化生为太极，而太极

就是现代天文物理学所说的奇点。被称为奇点的太极是宇宙的“原始细胞”，其体极小，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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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于小到肉眼无法看到，但它毕竟是有形体的，因而是一个有限的存在。存在于太极中的

质、能和理可分别谓之太质、太能和太理。太极的有限性，决定了它所禀受的太质、太能和

太理也是有限的。

宇宙由太极（奇点）裂变而成，就是说太极是宇宙万物的直接源头。所以，道犹如母

体，太极就像母体孕育出来的卵子，而宇宙则是由卵子衍化而成的婴儿。当太极演化为宇宙

万物以后，它自身——具体言之即其所含有的太质、太能、太理便存在于宇宙万物之中了。

这样，太极便有两个层面。一是作为万物产生者的太极，是为本原太极；二是万物所具的太

极，是为次生太极。

三、人性及其类型

万物各具太极，意味着万物各具质、能和理。万物所拥有的质、能和理，可分别谓之物

质、物能和物理。所谓物能，就是万物之性。就像太极禀受了有限的无极一样，万物也禀受

了有限的太极。由于万物对太极的禀受是千差万别的，所以万物是千差万别的，万物之性也

是千差万别的。荀子对万物的差别有一个很好的概括：“水火有气而无生，草木有生而无

知，禽兽有知而无义，人有气有生有知亦且有义2)，故最为天下贵也。”（《荀子·王制

篇》）在这里，荀子将万物分为四类，可分别称为有气之物（矿物质）、有生之物（植

物）、有知之物（动物）和有义之物（人）。 

笼统地说，所谓性就是各种事物所具有的各种功能的总和。其中，最能代表一类事物的

本质并以之同其他事物相区别的功能，我称为“本质的性”，其他功能则为“非本质的

性”。有生之物的本质的性体现在生命中，有知之物的本质的性便体现在动物之心中，而有

义之物的本质的性则体现在人心中。在这个意义上，甚至毋宁说这些不同层次的功能，就是

不同事物的性。非生命是诸如水火等非生命物质的气之性，生命是生物的气之性，动物之

心是动物的气之性，人心则是人的气之性。因此，所谓兽心就是兽性，人心就是人性，心

即性也。

这就是说，四类事物的性是不同的。就人性而言，根据我对中国人性论的理解和对人性

2) 前三个“有”字义皆为拥有某种属性或能力，故此句中的“有”字亦当作如是解。然如将此句中的“义”理解为仁义、 
礼义之“义”，则与孟子的性善说无异，这显然不是荀子的真义。观《荀子·解蔽》下文“人何以能群？曰分。分何
以能行？曰以义。故义以分则和”杨倞注曰：“义，谓裁断也。”《中庸》曰：“义者，宜也。”盖何为“宜”，要靠
裁断，故“义”有裁断之义。故李涤生引之曰：“义，理性。”（李涤生：《荀子集释》，台湾学生书局1981年版
第181页）此当为真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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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体察，它应该包含三种类型。一是生理之性，指人的五官百骸的功能。二是身理之性。这

里的“身理”介于生理和心理之间，为二者交感的状态，故身理之性指这种状态所体现的功

能。三是心理之性，指人的大脑和整个神经系统的功能。这三种类型也是人性的三个层次，

其中生理之性为最低层次，心理之性为最高层次。因而，自古以来，最为人们所关注的是心

理之性，其次是身理之性，至于生理之性则不是学者们所考察的重点。

在这三种类型之下，又可进一步分为若干种类。

除了生理之性不论，我认为身理之性至少包含空无之性、冲气之性、私欲之性等种类。

“空无”取佛教性空无我之义，指人性中空无的状态。佛教讲性空，由“色”立论，云：

“色即是空,空即是色。”（《般若心经》）“色”乃气的表现形式，故知其性属气质之

性。“冲气”取自《老子》四十二章“万物负阴而抱阳,冲气以为和”之句。《说文》云：

“冲，涌摇也。”故“冲气”当指阴阳交融调和之气。在这里，我用冲气之性指人性中真

朴、虚静、寂寥的状态。与佛教性空不同，老子用“自然”、“朴”、“素”等来描述人的

本性，旨在强调性为一种实有状态。“欲”当然指欲望，加上定语“私”字，不过是强调其

自私本性而已。学者们一般把“欲”作为一种情。其已发状态固然为情，但其未发状态，自

主要源自生理而非心理。所以在这里我用“私欲之性”指作为“欲”之未发状态的那种性。

四、心与价值的发现

在物质世界，宇宙所能衍化出来的最精致、最灵妙、最高超的事物就是人心。以现代科

学的观点看，所谓心，就是大脑以及整个神经系统。它有三种基本功能，可以分别用“

知”、“情”、“意”三个概念来表达。

知是心的认识功能，它包含四种形式，我分别称之为“感知”、“体知”、“认知”、

“觉知”，三者的主体可分别成为“感知心”、“认知心”、“体知心”、“觉知心”。感

知是对质世界，包括恒质、太质、物质认识的能力，是心对事物质料的感触方式。对于人来

说，质料就是血肉之躯，因而感知包括人对自我生物特性的感触方式。体知是对能世界包括

恒能、太能、物能认识的能力，是心对事物功能的体会方式。人的物能就是人身体的功能，
因而对自我身体功能即人性的体会是体知的重要内容。认知是对理世界包括恒理、太理、物

理认识的能力，是心对事物的理则和知识获取的方式。人的物理是指人的生理以及人之为人

的各种原理，它们都是认知的对象。

感知、体知和认知都指向物质世界。与此不同，觉知是对值世界认识的能力，是心对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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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蕴含的意义和价值悟觉、发现的方式。就此而言，觉知是沟通价值世界与物质世界之间、

藏与道之间的唯一途径。

对于人的存在来说，觉知是至关重要的。笔者曾经指出，人的存在“可以分爲自下而上

四个层面，一是生物存在，二是社会存在，三是精神存在，四是信仰存在。人是以生命作爲

存在形式的，故在这个意义上，这四个层面又可分别称爲生物生命、社会生命、精神生命和

信仰生命。……这四个层面之间是环环相扣、密不可分的。从客观上看，它们之间是递为体

用的关系，……从主观上看，它们之间又是递为目的与手段的关系，……如此看来，这四个

层面对人存在的意义是不同的，其中信仰生命是最高之体、最高目的，或者说是生命的最高

形式，其次是精神生命，再次是社会生命，至于生物生命，则是纯粹之用、纯粹手段。……

能够满足人的生命四个层面之需要的事物分别为物质世界、社会文化、精神文化和信仰文

化。”3)满足人的生物生命的物质世界自不必说，满足人的社会生命的社会文化，就是根据

人性以及人之为人的原理所制定出来的各种行为准则、法规、风俗习惯等，因而也是从属于

物质世界的。然而，至于满足人的精神生命、信仰生命的精神文化和信仰文化，则必须建立

在意义和价值的基础上，而意义和价值则依赖于觉知对价值世界的悟觉与发现。既然信仰生

命和精神生命是人的存在最为重要的两种形式，而它们要靠意义和价值方可满足，因此对人

的存在而言，觉知是至为重要的。这就是说，人生意义和人类价值要靠觉知对藏所蕴含的意

义与价值的悟觉和发现方可获得和确立。至于传统哲学认为价值来自本心、本性乃至道，则

出于对觉知和价值本源的误解。

情是人心的第二种基本功能，包含两种类型，一是恻隐之心，二是六气之性。

“恻隐”取自孟子：“无恻隐之心，非人也；无羞恶之心，非人也；无辞让之心，非人

也；无是非之心，非人也。恻隐之心，仁之端也；羞恶之心，义之端也；辞让之心，礼之端

也；是非之心，智之端也。人之有是四端也，犹其有四体也。”（《公孙丑上》）“恻隐之

心人皆有之，羞恶之心人皆有之，恭敬之心人皆有之，是非之心人皆有之。恻隐之心，仁

也；羞恶之心，义也；恭敬之心，礼也；是非之心，智也。仁义礼智非由外铄我也，我固有

之也，弗思耳矣。”（《告子上》）既然“四端”犹如“四体”，为“我固有之也”，那么

它们都是性。但在我看来，在孟子的四端中，只有“恻隐之心”为人生而即有的性，其他三

者皆后天经过教育以后形成的道德之心。“恻隐之心”，用现在的话说，就是同情心。它既

然是先天的，那么必为人心本来具有的功能。

“六气”取自《左传》昭公二十五年子大叔之语：“民有好恶喜怒哀乐，生于六气，是

3) 郭沂：《“价值”结构及其分层——兼论中西价值系统的区别与融通》，澳门大学主办《南国学术》2018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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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审则宜类，以制六志。”“好恶喜怒哀乐”为六种情绪，子大叔称之为“六志”，当然为

已发者。从“生于”二字看，“六气”为“六志”的未发状态，当然是指心的功能而言。所

以，在这里我用“六气之性”来指这种功能。

意是人心的第二种基本功能。我以为意兼心之灵明、心之主宰、心之定向、心之状态诸

义。这里的心之灵明，指心之灵处、心之素地，需要用一定的思想、意识、知识等等充实

之。《大学》云：“物格而后知至，知至而后意诚，意诚而后心正”。诚者，实也。这几句

话所强调的是，以正确的道德知识（“知”）来充实“意”，如此方可将“心”纳入正确的

道路。作为心之主宰的意，古人一般称之为“心”。如郭店简《五行》云：“耳目鼻口手足

六者，心之役也。心曰唯，莫敢不唯；诺，莫敢不诺；进，莫敢不进；后，莫敢不后；深，

莫敢不深；浅，莫敢不浅。”荀子亦云：“心居中虚，以治五官，夫是之谓天君。”（《荀

子·天论》）可见，心乃一切行为之主宰。作为心之定向的意，古人一般称之为“志”。如

孔子说：“苟志于仁，无恶也。”（《论语·里仁》）后人把意念、动机称为“意”，如王

阳明说“有善有恶是意之动”，这也是心之定向。作为心之状态的意，《大学》讨论尤多，

如“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静，静而后能安，安而后能虑，虑而后能得”；“所谓修身在

正其心者，心有所忿懥，则不得其正；有所恐惧，则不得其正；有所好乐，则不得其正；有

所忧患，则不得其正。心不正焉，视而不见，听而不闻，食而不知其味。”至于今本《中

庸》、《大学》、帛书《五行》所说的“慎独”和宋明理学家所说的“持敬”等等，都是对

心之状态的描述。

从意之诸义不难看出，意是知觉心的另外两个基本功能即知和情的主导者。就知而言，

意决定着知的方向，也在相当程度上决定着知所能达到的程度。就情而言，意不但决定了情

之“发”还是“未发”，也决定了情之“发”而“中节”还是“失节”。另一方面，知和情

又可以反过来对意施加影响。

总之，所有形式的人性，皆属气质之性。对于作为物质存在的人而言，所谓义理之性是

根本就不存在的。

我们说人心是物质世界所能衍化出来的最精致、最灵妙、最高超的事物，不仅因为它最

高层次的性，还由于它是所有形式的性的呈现者、实现者。作为身体的功能，各种形式的性

都是潜在的，只有在心的作用下，它们才得以呈现、实现。上文所引子大叔将六种情绪分为

未发的“六气”和已发的“六志”，已经把这个道理说得十分清楚。“六气”作为心的功能

是潜在的，“六志”则是这种潜在功底的呈现和实现，其呈现和实现者，便是人心。其实，

除了六气之性外，所有其他人性的形式，也都是由人性来呈现和实现的。因而，人心是人的

主体性的真正承载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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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价值与人性在实现过程中的互动

从上文的论述看，在所有形式的人性中，只有觉知心是指向藏界的，其他各种形式的人

性皆指向气界。那么作为人的主体性的承载者，心所发现、呈现、实现的意义与价值同它发

现、呈现、实现气界的质、能、理而形成的种种产物之间的关系如何呢？由于气（物质）本

身没有价值属性，因而单就心对气界的发现、呈现、实现所形成的产品来看，是没有任何价

值可言的。然而，由于发现、呈现、实现意义与价值者和发现、呈现、实现气界质、能、理

者都是心，因而这就自然导致意义与价值对心以及对心发现、呈现、实现所形成的产品的渗

透。其情形，类似一张黑白照片，本来毫无生气，而经过着色，一下子变得色彩斑斓、生机

盎然一样。

意义和价值是通过什么途径对气界进行渗透的呢？气界虽然不具有价值属性，但其中某

些元素却与价值拥有相似的形式和性质。这种现象，我称之为“偶合”。就人性而言，董仲

舒认为，性“可谓有善质，而不可谓善”（《春秋繁露·深察名号》）。我则以为，这种

“不可谓善”确有“善质”的性，其实是与善相偶合的性。大致地说，空无之性、冲气之性

和恻隐之性与价值是完全偶合的；私欲之性与价值是相反的，对立的，具有反价值的特点；

而六气之性与价值既非偶合，亦非对立，具有非价值的特点。

根据与价值的偶合程度，可以把性分为三类：一是积极的性，包括与价值完全偶合的空

无之性、冲气之性和恻隐之性；二是消极的性，为具有反价值特点的私欲之性；三是中立的

性，乃具有非价值特点的六气之性。

据此，虽然四端和七情都属于气之性，但其性质完全不同。其中四端属于积极的性，而

七情中的喜、怒、哀、惧、爱、恶属于中立的性，欲属于消极的性。至于四端与仁义礼智四

德之间只是相偶合而已，并不存在源流或派生的关系。

另外，不具价值属性的万物，虽然无所谓真善美或假恶丑，但其形式和性质，却或多或

少与价值相偶合，故人们可以借助万物去发现价值。例如，虽然一朵花本身不具美丑的属

性，但其形式和性质却与美的价值相偶合，故人们可以借助它发现美。换言之，这朵花只是

人们发现美的凭借。

价值实现的方式有三：

（1）觉知心对藏界所蕴含价值的直截了当的体悟。

（2）觉知心借助与价值偶合的人性对价值的实现。

（3）觉知心借助与价值偶合的万物对价值的发现。

不过，人性呈现、实现的过程并不仅仅被动接受觉知心所发现价值的渗透，它们之间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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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切互动的，这主要表现在三个方面：

（1）相互唤起：觉知心发现价值本身是一种精神过程，但会进而引起生理反应，从而

触动人性；人性的呈现本身是一种生理、身理和心理的过程，但会进而引起精神体验，从而

促进觉知心对价值的发现。

（2）相互作用：价值的发现以人性为动力，人性的呈现则以价值为向导。

（3）相互渗透：由于以上两点，价值的发现和人性的呈现交融在一起了。

由此，我们进一步理解价值。如关于美的本质，西方哲学史上形成了种种观点。柏拉图

提出，美是客观的：“这美本身，加到任何一件事物上面，就使事物成其为美，不管它是一

块石头，一块木头，一个人，一个神，一个动物，还是一门学问。”恰恰相反，休谟主张美

是主观的：“美并不是事物本身里的一种性质。它只存在于观赏者的心里，每一个人心见出

一种不同的美。”而黑格尔则试图调和这两种观点，认为美是主观与客观的统一：“美就是

理念的感性显现。”在这里，我赞成柏拉图存在美本身之说——价值来自藏界，其中的美的

价值就是柏拉图所谓的“美本身”，却不相信客观的美本身可以“加到任何一件事物上面，

就使事物成其为美”；欣赏休谟“美并不是事物本身里的一种性质”的判断，但不赞成他

“只存在于观赏者的心里，每一个人心见出一种不同的美”的看法——美首先存在于藏界，

然后才为人心所发现，从而“存在于观赏者的心里”。黑格尔把美看作“感性显现”，是误

把与美偶合的人性的实现看作美感了。不过，他承认美是一种理念，体现了价值的客观性，

有可取之处。

在我看来，美就是觉知心发现美的价值和体知心呈现与美的价值相偶合的人性相互作用

的结果。它既是客观的——藏界所蕴含的美的价值是客观的，又是主观的——必须有心的参

与方可实现。美感是以美的价值为内容、以情（六气之性的实现）为动力和能量的精神过程

与生理反应。

总之，与价值偶合的人性的实现能够帮助和促进价值的实现。与此相反，那些不能与价

值相偶合甚至具有反价值的特点人性则会阻碍和妨害价值的实现，其中最为突出的，是私欲

之性。这种人性，便是反价值（包括假恶丑）的来源。

除了私欲之性之外，老庄进一步认为连知识也会阻碍和妨害价值的实现。《庄子·天地

篇》曰：“吾闻之吾师，有机械者必有机事，有机事者必有机心。机心存于胸中则纯白不

备。纯白不备则神生不定，神生不定者，道之所不载也。”知识之所以会妨碍价值的实现，

是因为它会干扰觉知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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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인한 논쟁과 가상현실 기술, 인공지능, 체외수정 및 수명연장 

기술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인해 중국의 윤리적 가치관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중국의 역사적 유산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으며, 이는 서구의 진화론과 다르며, “퇴화

(degeneration)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열린 마음가짐으로 역사적 진화의 다각적

인 성격과 미래의 문명을 이해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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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의 오용(誤用)과 동양문화 가치의 재구성
-생물개조기술부터 

양니엔췬 (인민대학청사연구원)

1, 생물개조기술이 전통 유교적 가치관에 미친 충격 

근래 들어 인류의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해 촉발된 논쟁, 가상공간, 인조로봇, 체외생식, 
수명연장 등 첨단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인의 기존 가치관에 시시각각 
충격을 주고 있다. 백여 년 동안 서구문명의 충격을 받은 중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분야에서 서구 가치체계에 발맞추어 가고 있으며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려 
한다.  

중국이 상부 정치체제구조상 중앙집권적 통치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회와 문화 
여러 면에서 서구에 의해 개조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회조직의 변화를 예로 
들면 기존의 지인사회가 점차 낯선 사회로 변하고 전통적 종족제도가 와해되어 마을의 
행정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촌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닌 정부의 공무원이 되어 국가의 
녹을 받게 되었다. 

과거제도의 붕괴로 인해 지역사회 지도층이 사라지고 지식인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들면서 
마을문화의 공동화를 초래했다. 마을문화인의 유실로 기존 도덕교화를 준칙으로 삼았던 
인간관계망 역시 와해되었고 심지어는 공덕 없는 개인주의라는 기현상까지 출현하였다.  

소위 도덕적인 개인은 마을에서 지역사회 지도층에 지원 하에 도덕교육과 훈화는 물론, 
예를 들어 마을이 구제사업이나 노인부양, 가정교육 등 문제에 적극 개입하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은 진한 
인간애로 짜여진 관계 속에서 충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청나라 멸망 이후, 황권을 위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층사회의 ‘개인’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특히 5∙4 신문화 운동이 
가정을 벗어나 가부장제의 구습을 타파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짓된 도덕문화에 
얽매인 곳으로 여겼다. 가정을 벗어나자는 말이 유행하는 구호가 된 것은 그만큼 
가정윤리관계가 와해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대안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았기에 
‘노라는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되었는가’란 루쉰의 질문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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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낡은 제도가 붕괴된 후, 개인, 집단, 국가, 사회간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중국 근, 현대 변혁과정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이는 낡은 
제도의 붕괴로 인한 후유증이며 이로 인한 폐해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 체외생식, 수명연장 등 현대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 속 상상의 소재가 아닌 현실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윤리도덕적 
문제가 꼬리를 물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체외생식은 출생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고, 
생식이란 주문제작과정은 생산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아를 얻으므로 특정한 유전자가 
어디서 오는지 알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다. 개인이나 사회 또 국가는 모두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런 평등의 결과는 캉유웨이(康有爲)의 “대동서(大同書)”에도 등장한 바 있다. 
“대동서(大同書)”를 보면 아이는 출생직후부터 공공기관에서 대신 양육하고 부부는 
일정기간 혼인협정을 맺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섹스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탈 가정, 탈 가족적인 구상은 실제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부모의 
책임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남녀간의 분업상의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플라톤 역시 “국가론”에서 자녀와 아내를 공산화해야 부모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외생식에 의한 출생과 양육의 완전한 분리다. 출생과 양육은 본래 
양친의 보살핌 하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속적 행위인데, 생식 자체가 체외에서 
진행된다면 생식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혈육의 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자녀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인 책임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체외생식에 의해 태어난 
자녀 역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통적 윤리관계에 의존해 유지되던 
생육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체외생식 가정에서 형제의 
형제는 혈연관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혼인관계의 복잡함은 가족관계를 응집시키기 
보다 더 느슨하게 만든다. 재산분할의 복잡성으로 인해 가정은 전통적 경제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조직의 기본단위인 가정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유교전통적 인륜관계는 오늘날 크게 약화되어 미래에 바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명이 길어지면 일어날 일들이 더 이상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인류가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일에 대한 긴박감은 급격히 줄게 될 것이며 창조의 동력 또한 점차 
약화될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친밀감이 사라져 인류 협력의 적극성 또한 계속 
감소할 것이란 점이다. 특히 세대간의 협력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천샤오밍(陳少明):”유가윤리와 인성의 미래”, “개방시대”2018 년 제 6 호, 20-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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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이 
사라지면 생활의 가치나 의미가 달라져 사람들이 노동의 이유를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은 생활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노동이 불필요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게 된다. 물론 어떤 이들은 비생산적 노동 또한 
생활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일시적 쾌감이나 오락성이 전통과 
같은 안정적인 가치소구를 창조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전제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제사회를 지원하는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권력이 사회질서를 
통제할 능력 또한 강해진다. 이런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촘촘히 
깔려있는 CCTV 카메라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런 시각통제는 양날의 검으로 범죄해결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무분별한 감시는 
행정기관이 개인생활을 통제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좋은 구실이 된다. 이는 
현대사회의 변칙적인 전제의 결과다.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첨단기기에 의해 조종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생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고 타인과 소통이나 교류하면서 유사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할 필요도, 타인과 자신의 경험을 나눌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면 
이는 또 사회적 교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거나 스스로를 고립시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만 대면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지면 일종의 고정되고 폐쇄적인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은 곧 지옥이다’라는 말처럼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상상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자신의 감각기관에만 의존하는 동물로 
탈바꿈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자오팅양(趙汀陽) -”인공지능은 절체절명의 문제인가” 
“개방시대”2018 년 6 호 50-54 쪽)

2, 진화개념으로 인한 중국 전통적 관람스타일의 변화와 그 결과

여기서 말하는 ‘관람 스타일’이란 중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주변세계를 관찰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이런 관찰태도는 거주환경과 예술 감상 사이에 구성된 복잡한 관계 가운데서 
잘 드러난다. 근대 이후, 중국인들의 이른 바 세계는 기본적으로 서양의 진화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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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되어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 역시 기원-인과-미래의 지향성을 갖게 되었고 전통은 
이런 진화의 개념사슬 아래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역사관이 
순환론에 의해 민족국가의 성장사에 편입되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 조차도 혁신이 
가능한지 목적론적 맥락에서 평가 받는 처지가 되었다. 

오늘날 학술이나 예술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혁신의 가능여부가 되었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보수적이고 낙후된 것으로 매도되며 버림받게 되었다. 사실, 전통 속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 비판이나 진화론의 척도로 평가했을 때만 가치를 갖는 아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예술 수준의 연속성인데 예술은 오래된 것일수록 훌륭하고 
귀한 것처럼 보인다. 몇 년 전 북경의 고궁박물관에서 “청명상하도(淸明上下圖)”와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를 전시했는데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네 시간은 족히 기다려야 잠시나마 명작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관람열기는 대대적인 홍보의 효과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전통적인 
예술의 매력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대예술전시에서 이렇게 
많은 관람객을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근대화의 발전사 가운데 예술은 
포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소위 진보적인 예술이란 전통적 예술과 비견할 만한 명작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고 따라서 예술이란 기나긴 진화의 사슬 속에서 
고대에 근접할수록 오히려 더욱 그 독특한 매력을 드러내게 되며 현재에 가까울수록 
거품처럼 잠깐 반짝이다 사라져 대부분 사람들이 두고두고 감상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한다. 

중국의 현대예술은 아주 큰 공간에서 작품을 만드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 설치미술의 
실험성을 추구하고 있다. 거대한 집 안에 사람의 몇 배나 되는 큰 예술품을 만들어 
공간의 점유를 추구함으로 예술의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의 
공간을 압도적으로 채우는 형태는 중국 예술의 정수가 아니다. 유럽예술이 큰 성당이나 
입체적 장소를 전체적으로 채우는 것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예술은 그런 
기념비적 의식감을 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내밀한 느낌을 강조한다. 고대 중국의 예술은 
불교신앙의 영향으로 대형 석굴을 파낸 불상군을 만들었지만 송대 이후 새로운 유가 
인문사상의 영향을 받아 홀로 감상하는 문인화로서의 정교함과 정서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 예로, 회화작품은 족자 형태로 나타났고 천천히 족자를 펴는 과정이야 말로 
문인들이나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감상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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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원의 회랑설계처럼 완만하게 굽이진 길을 천천히 걸으며 정원을 감상하는 방식 
또한 두루마리를 감상하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족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 
족자를 다시 마는 과정은 감상이 다음 단계의 순환으로 접어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정원의 회랑 설계가 순환구조로 이루어 진 것과 같은 이치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천리강산도 (千里江山圖)”같은 작품은 천천히 족자를 펴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감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전시공간에서는 이런 
작품을 활짝 펴 둘 수 밖에 없고, 북적대는 인파에 밀려 가다 잠시 발을 멈추고 보게 될 
텐데 그 감상의 효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인연으로 나는 펼쳐진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앞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십 여 차례 감상할 기회가 
있었다. 화폭에 숨은 뜻은 이런 감상방식을 통해 천천히 드러났고 잠깐 멈춰 서서 보는 
방식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서양의 진화개념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예술 감상의 방법도 그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대상이 가진 깊은 
뜻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3, 전통적 중국 역사관은 오늘날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중국 역사관은 중국의 왕이나 관료, 지역사회 지도층들의 생활의 지침이었다. 중국 
역사관은 상고시대 일부 군왕의 언행에 근거하여 오래된 역사적 경험일수록 소중히 
여겼는데 삼황오제나 하상주 삼대의 역사적 경험은 역대 군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과옥조였고 역사는 하나의 끊임없이 순환하는 맥락 속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아야 
했다. 이런 黃金三代論은 진화론이 전파된 이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었고 
심지어 근대 중국의 낙후에 책임을 져야 했다. 중국의 역사관이 역사순환론에서 
진화론으로 옮겨간 주요 상징은 1902 년 양계초(梁啓超)가 “신사학(新史學)”에서 언급한 
바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양계초는 중국의 역사기록은 ‘ 斷爛朝報’이거나 
‘帝王家譜’로 역사학계가 퇴보적 관념이 지배하는 구 역사학의 순환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를 진화의 한 과정으로 보면서 신사학(新史學)을 
일종의 애국의 이기(利器)로 개조함으로 가정이나 가족의 존재만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존재를 알게 하면서 애국의 한 축으로 삼고자 했다. 

양계초의 “신사학(新史學)”발표는 중국 역사연구법의 서구진화론 전면 채택의 서막을 
열었고 그 후 역사학자들은 앞다투어 章節體로 통사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사건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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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였다. 그 후, 마르크스주의 사학자들은 더 나아가 역사를 
원시사회-노예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 사회의 다섯 가지 생산방식으로 
귀납해 역사에 진화론적 흔적을 더욱 짙게 드리웠다. 중국역사를 진화론의 공식에 
강제로 끼워 넣는 이런 기계적 도해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고 1920 년대부터는 
진화론적 방식으로 중국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버리고 불교적 용어인 ‘연’으로 동태적인 
역사의 변화를 묘사하였다. 진화론이 중국역사의 복잡성을 해석할 때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음을 양계초는 알았을 것이다. 1 차 대전 발발 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잔혹한 살상을 보면서 양계초는 과학입국의 길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중국 본토의 
사상적 자원으로 진화론 사관의 지배적 지위를 대체하고자 했다. 

실제로 이 시기의 중국에는 문화보수주의 사조가 등장했고 대표적인 학자인 
양수명(梁漱溟)이 “동서문화 및 철학”을 펴내고 산동 추평(鄒平)에서 실험을 직접 하면서 
고대 향약제도와 교양경험을 현대 농촌개조에 응용하고자 했다. 중국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양수명의 농촌부흥 실험은 실패하였으나 5∙4 운동의 반전통적 조류에 대한 
반작용을 일으켰고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중국 역사학계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잡았으며 신유가의 재궐기로 송명 이후의 사상에 대한 회귀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유학의 기본은 여전히 유교사상사 연구의 틀 안에 갇혀있거나 
풍우란(馮友蘭) 선생이 만든 서양철학사의 방식으로 중국사상의 현대사조를 이해하는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나 전목(錢穆) 선생의 고전 송학맥락에서 중국전통의 합리성을 
재평가하려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중국철학사 방식의 역사연구법은 중국 
전통역사법의 정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핵심적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진화론이 중국역사방법에 씌운 오명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반추하거나 
고찰하지 않았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역사방법은 서구 진화론의 정수와는 달리 ‘퇴화론’처럼 보이는 외피 
속에 사실은 매우 복잡한 역사변천의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리는 
‘문질지변(文質之辯)’이라는 개념에서 드러난다. 중국 고대 역사관의 중요한 내용은 
‘질(質)’과 ‘문(文)’의 교체와 변천을 통해 역사 운행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문(文)’과 ‘질(質)’은 일정한 역사시기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어느 왕조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論語”에서 공자는 尙’文’을 비교했는데 주나라의 예의가 온전한 것이기에 ‘鬱鬱乎文哉, 
吾從周(찬란하다, 그 文이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라고 말한 것에서 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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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 관념속에서 ‘문(文)’과 ‘질(質)’은 절연한 
고하의 구분이 없는 ‘一文一質’의 상호증감관계로 교체진화의 태세를 보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 ‘論語∙雍也’에서 공자가 유일하게 文質을 병기한 예는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다. 質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야만적으로 
보이고 文을 과하게 강조하면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며 史는 본디 종묘의 축사 또는 
관부에서 문서를 관장하는 자로 이런 자들은 짐짓 진지한 체 하므로 史의 뜻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허위적인 것이니 이 둘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비로소 군자의 최고의 상태라 
할 수 있기에 ‘文質彬彬’해야 비로소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質의 함의가 文에 비해 약하지 않기에 누가 우위를 점하는가는 직면한 역사적 대상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었다. 일정기간 동안 공자가 제창한 周代의 文은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한 듯 보였다. 핵심은 東周난세 이후 秦으로 이어지면서 사가들은 동주의 예의가 
번잡하여 생활방식이 너무 겉치레에 치중해 변이가 발생했고 간접적으로 진나라의 
멸망을 초래했기 때문에, 한나라 초기에서야 黃老之學을 받들어 간소한 생활방식을 
따르면서 실질적으로는 ‘質’의 길로 돌아온 것이라 여겼다. 

역사관의 구조측면에서 보면 質과 文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서로 대립되는 상극의 
개념은 아니었고 文質의 교차출현은 중국 역사의 一損一益적 현실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그 속에 많은 변수가 발생했다. 質은 때로 損과 상응하고 文은 때로 益에 
대응하였다. 어느 왕조의 예절이 너무 번거로워 적당히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문인들은 質의 담론을 일으켰고 반대로 사회발전이 너무 소박하고 누추한 방향으로 흘러 
화려한 기상이 필요한 경우는 또 文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文質之辯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퇴화론이나 실질적으로는 옛사람들이 보기에 
과거의 것이라 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었고 文의 시대와 質의 시대는 번갈아 
등장하며 서로 대체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文質之辯은 일종의 나선형 상승구조의 
역사관이며 절대적인 퇴화가 아니며 절대적인 진화 또한 아니었다. 역사적 변천의 
복잡함과 다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미래 문명의 계획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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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方进化论的弊端与东方文化价值的重建
——从生物改造技术谈起

1，生物改造技术对传统儒学价值观的冲击：

近些年随着人类基因重组引发的争议，虚拟空间、人造机器人、体外生殖、寿命延长等
高科技的持续突破，时刻冲击着中国人的即有价值观念。中国自近百年来屡遭西方文明冲
击，已经越来越在经济、社会、政治和文化方面趋同于西方价值体系，现今又要迎接新的一
轮挑战。

中国虽然在上层政治体制结构上仍坚持中央集权的统治原则，但不容质疑的是，在社会
与文化的诸多方面早已逐渐被西方所改造，即以社会组织的演变为例，原有的熟人社会逐渐
向陌生人社会演化，随着传统宗族制度的瓦解，乡村的行政化速度加剧，村长完全变成了政
府公务员，手里拿着国家工资，而不是地方自治的领袖。

科举制度的瓦解也促成了士绅阶层的消失，大批知识分子涌入城市，造成了乡村文化的
空心化。乡村文化人的流失，使得原有以道德教化为准则维系人际关系的网络也濒于散线崩
解，甚至出现了“无公德的个人主义”这样的怪现象。

所谓有道德的个人之所以成立不仅在于乡村有条件依靠一批士绅领袖进行道德灌输和训
化，还在于他们在应对具体问题的过程中拥有足够的权威和能力，比如他们的积极介入有助
于对乡村救济、老人赡养、宗族教育等问题的解决。所以“个人”就被编织在一个具有浓厚亲
情的人际网络里，从而拥有了足够的安全感。

清朝灭亡以后，不但以皇权为首的政治—经济—社会文化体系彻底崩毁了，最重要的是
基层社会中的“个人”无法得到妥当安置。特别是“五四”新文化运动主张走出家庭，打倒旧的
宗族体系，认为它是维系虚伪道德文化的大本营。走出家庭变成了一个时髦的口号，其实也
喻示着家庭伦理关系的进一步瓦解。但替代的方案并没有迅速形成，于是才出现了鲁迅所说
的“娜拉走后又怎样？”的疑问。

因此，在旧的制度崩解之后，个人、集体、国家、社会之间的关系到底应该用什么的方
式来加以重组在中国近现代的变革中一直没有得到彻底解决，这是旧制度破坏后留下的后遗
症，随着新科技的高度发展，这种后遗症呈现出的弊端势必会愈益严重。

比如基因编辑、体外生殖、和寿命延长等等现代科技手段的日益完善，早已不是科幻小
说中的想象题材，而越益变成了现实图景，各种意想不到的道德伦理问题就会接踵而来。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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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面上看，体外生殖可以克服不同家庭出生带来的不平等，生殖是一种订做的产品流程，直
接从人类生产线上就可得到婴儿，大家也许都不需要知道特定基因的来源，顾客可以是个
人，也可以是社会和国家。这种平等的结果在康有为的《大同书》中曾经有过设想，《大同
书》提到孩子生下后即归公共育婴机构代为抚养，夫妻之间签有一定限期的婚姻协定，超过
这个期限可以重新自由选择性伴侣。这种摆脱家庭和宗族控制的设想实际上就是把孩子的出
生和养育与父母的责任相互剥离，以期克服男女在社会分工方面的不平等。《理想国》里柏拉
图也曾建议孩子妻子共产化之后，孩子不知父母是谁，才能不会偏袒他们。

最为关键的是，体外生殖导致生与育的完全分割，生育本来是在双亲共同的呵护下的一
个连贯行为，如果生殖本身都是在体外进行，那么不经过生殖过程的父母很可能缺乏对子女
肌肤相亲式的感受，因此在养育子女时可能缺乏一种必备的责任心。体外生殖的子女同时又
不知道自己的父母是谁，那么原来依靠传统伦理关系维持的生育体系自然就被消解掉了。有
学者已经指出，在体外生殖的家庭里，兄弟的兄弟，也未必是有血缘关系的兄弟。婚姻关系
的复杂，不是导致家庭关系的凝聚，而是松散。财产分割的复杂性，使得家庭很难保持传统
的经济功能。作为社会组织的基本单位的家，将不复为家，儒家传统的人伦关系，今天遭到
严重削弱，未来很可能直接崩溃。寿命延长后还面临许多事情变得不那么迫切，人类拥有大
量时间，使得他们从事工作的紧迫感骤然降低，从而越来越缺乏创造的动力。最为可怕的
是，亲情的感觉将不复存在，从而人类的合作积极性也将持续降低，特别是跨代合作的意
愿。（陈少明：《儒家伦理与人性的未来》《开放时代》2018年第6期，页20—22）

另外也有人发现，人工智能的高速发展还会导致大量劳动力失业，当人们失去了劳动
后，生活的价值和意义也就会随之改变，人们不知道或者是为了什么去从事劳动。因为劳动
承载着生活的意义，一旦不需要劳动，那么，许多人就会不知道往自己的生活中填充什么内
容，当然有人认为非生产性劳动也可以重新定义生活的价值，但一时的快感和娱乐性是否能
创造出类似传统那样的稳定价值诉求仍然有很大的疑问。

最为令人担忧的是，人工智能可能带来新的专制社会。技术能力的水准越高，给专制社
会带来的效率支持就越大，权力控制社会秩序的能力就会越强。其实这方面的例子已经越来
越多，比如互联网和无所不在的摄像头对民众隐私的侵犯就已经是个不容回避的问题，视觉
控制是把双刃剑，一方面对犯罪破案率的帮助越来越大，但无时不在的监控也为行政机关控
制个人生活，渗透个人隐私寻找到了很好的借口，这就是现代的变相专制造成的后果。

在人工智能控制的社会里，人们被各种先进的仪器设备所操控，在一定的范围里可以满
足所有的生活要求，而不需要在与人的沟通交往中靠自己的努力去争取获得类似的资讯，也
不需要与其他人分享自己的经验，那么这又有可能导致交往冷漠症的发生，人们可能把自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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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立起来，只面对人工智能提供的各种服务系统。如果每个人都对他人不感兴趣，就产生了
一条固定封闭的界线，这还不是萨特所说的“他人即地狱”那般简单，严重起来说就是人可能
会蜕变成一种只相信自己感官的动物，而不再具有想象的能力。（赵汀阳：《人工智能会是
一个要命的问题吗？》《开放时代》2018年第6期，页50—54。）

2，进化观念对传统中国观看风格的修正及其后果：

这里所说的“观看风格”指的是中国人在日常生活中对周围世界的观察态度，

这种观察态度特别能体现在居住环境与欣赏艺术之间所构成的复杂关系上。近代以来，

中国人的所谓世界基本被西方的进化史观所替代，看待历史的方式也逐渐具有起源——因果
——未来的导向性，传统被安置在这个进化的观念链条下就显得不合时宜。不仅历史观从朝
代循环论被纳入进了民族国家的成长史，即使是传统的价值观念也被安置在了是否创新的目
的论脉络里加以评价。

如今评价学术乃至艺术的首要标准就是“是否能够创新？”，如果不是就会被斥为保守落
后而遭到摒弃。其实，传统中的许多方面不一定要在科学评判或者进化论的标尺下才具价
值，比较典型的事例就是艺术水准的延续性，艺术似乎是越古越有味道，越古越受到珍惜，

前几年北京故宫展出《清明上河图》和《千里江山图》，排队观看的人群经常绵延几里，观看
规模可谓人山人海，常常要等待四个小时才能目睹一眼名作的风采，当然这种观赏热与大规
模的当代广告效应有一定关系，但传统艺术的魅力毋庸置疑仍是主导因素。人们很难发现一
个现代艺术展会有如此众多的观赏者。所以在近代化的进步故事中，艺术也许不在其列，因
为那些所谓进步的艺术很少能够被列为能与传统艺术相抗衡的经典名作之列，所以如果艺术
是一条漫长的进化链，那么越靠古代的一头反而越能彰显出独特的魅力，离现在越近的一边
则是常常如泡沫般的喧哗一时，大多无法沉淀下来，成为人们反复欣赏的对象。

中国的现代艺术受西方在高大空间中创作作品的影响，追求装置作品的实验性，比如在
一个巨大的房屋内创作出高出人身比例几倍的艺术品，追求艺术品对空间的巨量占有，以此
追求艺术的所谓“公共性”，但这种对公共空间的压迫感式的填满其实并不是中国艺术的精
髓，不象欧洲艺术讲究对宏伟教堂和立体场所的全景式覆盖，中国艺术并不讲究那种纪念碑
式的仪式感，而是强调具有相当私密性的感受，当然古代中国艺术受到佛教信仰的影响，开
凿了一些大型石窟式的佛像艺术群，但自宋代以后，受到新儒家人文思想的影响，更讲究文
人画自我欣赏式的精巧和意境。比如对绘画作品经常呈现出的是一种手卷式的展示，徐徐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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开画面的过程就是一种文人之间或个人或群体相互交往的一种共同欣赏的意象。
又如中国园林的回廊设计，人们曲折婉转地漫步其中，其观看园林的方式也和观看手卷

的方式是相当一致的，手卷虽然有始有终，但把手卷卷回开端的过程则喻示着观看可以进入
下一个循环，正如园林的回廊设计是一个循环的结构一样。我自己个人的观画经验是，观赏
《千里江山图》这类作品，最好用手卷的方式徐徐打开，就象慢慢欣赏一个连续性的故事，但
是现代展览空间只能把这幅作品一次性铺开，供人流如织的拥挤人群瞬间驻足观看，那效果
完全是不一样的。即便如此，因有一个特殊的机缘，使得我在铺开的《千里江山图》面前来回
走动观赏达十余次，画面的内蕴通过这种观看徐徐呈现了出来，其观感绝非一次性瞬间驻足
观看的方式可比。所以说西方的进化观念改变了我们观看事物的方式，对艺术欣赏习惯的改
变只是其中的一个表现而已。其后果就是缺乏对观看对象深层内蕴的把握和欣赏。

3，传统中国历史观能够为当今世界带来什么？

中国历史观曾经一度是中国君主、官僚和士绅阶层的生活指南，中国历史观

讲究的是以远古的一些帝王言行为依据，越是古老的历史经验越值得珍视，比如三皇五
帝或夏商周三代的历史经验成为历代君王必须遵守的信条，历史在一种不断循环的脉络里寻
求发展机遇。这种向后看的“黄金三代论”在进化论传入后往往被讥讽为落伍的表现，甚至为
近代中国的落后负起了重要责任。中国历史观从历史循环论转向进化论的一个主要标志是梁
启超1902年在《新史学》一文中所表达的观点，在这篇文章中，梁启超说中国的历史记载都
是“断烂朝报”“帝王家谱”，是由一种倒退的观念所支配，号召学界放弃旧史学中的循环论。

而把历史看做是一种进化的过程，同时要把新史学改造成一种爱国的利器，使得只知有家庭
家族的人民也知道有“国家”的存在，并努力成为爱国的一分子。

任公《新史学》的发表开启了中国历史研究法全面采纳西方进化论的序幕，以后的历史学
家又身体力行地用章节体撰写中国通史，基本上把中国历史纳入到了以事件为中心的写作程
式之中。以后的马克思主义史学家则进一步把历史演变归结为原始社会—奴隶社会—封建社
会—资本主义社会——社会主义社会五种生产方式，使得历史演变的进化论痕迹更加浓重。

对于把中国历史强行填入进化论公式的这种机械式的图解，任公晚年曾有过反思，他在上个
世纪二十年代开始放弃用进化论看待中国历史的思路，而采用佛教用语“缘”来描述那些动态
的历史变化。显然任公已经意识到了进化论对解释中国历史复杂性时存在着难以克服的局
限。这源自于一战发生后任公对西方资本主义国家自相残杀现象的观感，使得他对科学救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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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道路产生了疑虑。希望用中国本土的思想资源去替代进化论史观的支配地位。

实际上，这一时期中国也相应出现了一股文化保守主义思潮，比较有代表性的学者比如
梁漱溟写出了《东西文化及其哲学》，梁漱溟还身体力行地在山东邹平进行了实验，希望把古
代的乡约制度和教养经验应用到现代乡村的改造进程中。随着中国共产主义运动的推进，梁
漱溟的乡村复兴实验并没有成功，但确实是对五四运动全面反传统潮流做出的一个反弹，对
传统文化的再认识一直是中国历史学界的一个重要主题，新儒家的再度崛起就是对宋明以来
的思想做出的一种回归式检讨。 

但是我个人认为，新儒学基本还局限在儒学思想史研究的框架之内，或者说基本上是在
冯友兰先生制订的以西方哲学史路径来理解中国思想的现代思维模式之中，或者是仍在钱穆
先生的古典宋学脉络里反思中国传统的合理性。这种中国哲学史式的思想史研究方法，其问
题是并没有触及中国传统历史方法的精髓何在这个关键问题。或者说并没有去反思和检视中
国历史方法被进化论污名化的原因及其解决办法。

在我看来，中国历史方法区别于西方进化论的精髓就在于其貌似“退化论”的外表下，其
实蕴含着十分复杂的历史演变逻辑。这个逻辑主要就表现在“文质之辨”这个概念之内。中国
古代历史观的一项重要内容是通过“质”和“文”的交替演变把握历史运动的逻辑。

在很多时候，“文”和“质”在一定的历史时期只是相对地合理，某个朝代并非固定不变地
被认为是绝对应该被效仿的，比如在《论语》中，孔子是比较尚“文”的，他认为周代的礼仪
比较完善，所以说“郁郁乎文哉，吾从周！”，这句话里已经表明了他的基本态度。但在那个
时代的观念里，“文”与“质”并非有绝然的高下之分，而是“一文一质”相互损益，呈现出的是
交替演化的态势，两者可以相互弥补。在《论语·雍也》中，孔子唯一把“文质”并列而论的
例子是这段话：“质胜文则野，文胜质则史。文质彬彬，然后君子。”大意是说如果强调“质”
过了头就显得蛮野，太过于强调“文”就会显得浮华，“史”本指宗庙之祝史,或在官府之掌
文书者,这些人往往显得虚伪正经,故“史”意指虚浮、虚伪，只有保持两者的平衡才是做
君子的最佳状态，所以说“文质彬彬”才能成为君子。

可见“质”的内涵并非弱于“文”，谁占优势完全看它面对的历史对象如何。比如有一段时
间，孔子所提倡的周代之“文”似乎并没有得到多少人支持，关键在于东周乱世之后紧接着就
是秦朝，史家认为正是因为东周礼仪的繁琐，使人们的生活方式过于“文饰”而发生变异，间
接导致了秦朝的灭亡，所以汉初才奉行“黄老之学”，推崇简约的生活方式，实际上是想走回
到“质”的老路上去。

从历史观的构造角度而言，“质”和“文”有相当大的差异，但并非截然对立的两极概念，
“文质”的交替出现往往与中国历史上“一损一益”的现实状态密切配合，其中充满了变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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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质”往往与“损”相应，“文”往往与“益”相当。比如朝代礼仪若过于繁缛，需要适当删减时，
文人往往会频发“质”的议论，反之若社会发展过于质朴简陋，缺乏一种华贵气象时，又多用
“文”去加以替代。

“文质之辩”的这套逻辑表面上是一种“退化论”，实际上在古人眼里，并非过去就是绝对
的好，“文”的时代和“质”的时代总是交替来临，常常相互取代，这样看来，“文质之辩”是一
种螺旋式上升的历史观，既不是绝对的退化，也不时绝对的进化，而是寻求历史演变的复杂
多面性，这是否也会给我们未来文明的规划提供一点启示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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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한국상호문화철학회 회장

前 한국여성철학회 회장

前 한국분석철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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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도쿄대학교 중국철학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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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자연과 인간 생활에 더 많은 도전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열망

발표내용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연구 효율성은 과학과 공학 

뿐 아니라 인본문학에서도 더욱 향상됐고 디지털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기술 덕에 더욱 발전

했다. 그러한 발전의 영향은 인간과 인간의 삶에까지 미쳤다.

그 한 좋은 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쫓아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을 사용하게 됐다. 동시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영향을 받고 서로 의사소통 하는 방식과 관계

를 형성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눈 움직임, 기억 기술, 관련된 신체 기관이 

영향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문명이 가까운 장래에 바뀔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나는 신체 운동을 요구하고 반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방식의 

한자 쓰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는다

면 한자는 중국과 일본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나는 한자어가 디지털 시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존할 수 있을지와 한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지식 그 자체가 변화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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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또한, 과학과 기술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진화라는 투쟁의 최종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이

로 인해 생명을 창조할 열망이나 인간을 개발할 열망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그런 꿈 때문에 

유전자 조작은 쉽게 실행되고 우생학이 일종의 폭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우생학은 사회 진화 이론의 연장이며 우리는 그것을 19세기 말부터 목격해 왔다. 이것은 또한 

페미니즘, 성과학, 생식, 인구 문제, 사회 개혁 등에 관심을 갖는 페이비언 협회의 회원 같은 

다양한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견해가 일본과 중국

에 도입된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우생학이 나치가 인종 선별 정책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과 2차 대전 당시 “열등한 집단”을 추방하거나 제거할 계획에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다. 또

한 최소한 전쟁 이후 낙인이 찍혔고 외면 받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라는 미명 하에 – 비록 인종 차별은 존재해도 학술 용어로 “인

종”은 존재하지 않지만 – 사회 복지 국가 개발과 번영을 위한 욕망, 그리고 “인류를 위해” 복

지 개선을 대신해 “정상인의 부담”을 덜려는 욕망은 계속 된다.

게다가, 전후 시대에서 우생학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한 생각에 대한 경계가 덜 

엄격해 졌고, 제약, 생식 통제, 대리모, 상업화 분야에서 유전공학이 한꺼번에 등장했다.

선진국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정자/난자 은행 사업, 불임 치료와 관련된 

대리모 사업이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등장했다. 피부색, 머리색, 의료 기록 같은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주문 리스트”들이 “맞춤형 아기”를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종류

의 사업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빈곤국 여성이 헐값에 대리모가 되어 공개적으로 우생학적 

사상과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제도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되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일본의 경우 불임 치료가 여성들에게 가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여성의 임신할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처럼 여겨진다.

우리는 인간의 사물화와 상품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중국 고대와 현대의 철학자들

은 다른 무언가를 대신해 스스로의 주관적 생각을 희생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천국과 인간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인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문제를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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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moto Hir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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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 Human Aspirations to Create More Challenges for Nature and Human Life

Content

With the development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in recent years, people 
have come to have more convenient lives. Research has become more efficient, 
not only in science and engineering, but also in the humanities, greatly improved 
by the digitization of data and data processing. The impact of such developments 
has spread to humans and their lives.
One familiar example of this is the use of smart phones; an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have come to use them very rapidly in their search for 
convenience. At the same time, people have been influenced by this and have 
begun to change the way they communicate and relate with each other. We are 
also beginning to see effects on human eyesight, memory skills and related 
bodily organs. We fear that both our bodies and our civilization might change 
greatly in the near future.
As a scholar studying China, I wonder how long we will be able to write Chinese 
characters in a way that requires a physical act or semi-physical act to create 
letters by ourselves. And if this is no longer possible, will Chinese characters 
survive both in China and Japan? I worry about the extent to which Chinese 
characters can coexist with digitalization, and how the knowledge that employs 
them as tools will itself be 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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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Furthermore, when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to the final stage of the 
battle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of social evolution, wouldn't this arouse a 
desire to create life or to engineer human improvement? Because of that dream, 
genetic manipulations might be easily performed, and eugenics might become a 
form of violence.
Eugenics is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we have seen that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can also have a great impact on many 
progressive people such as members of the Fabian Society, who were interested 
in feminism, sex science, reproduction, population issues, and social reform. And 
we know that these views were also introduced to Japan and China. We also 
know that eugenics was used in the Nazi racial selection policy and the plan to 
expel or exterminate “inferior groups” during World War II, and that it was at 
least stigmatized and avoided after the war.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in the name of “race”—though in academic 
terms “race” does not exist, although racial discrimination does—the desire to 
develop and ensure prosperity for social welfare states, and to reduce “the 
burden on able-bodied people” of the majority on behalf of improvements in 
welfare “for the sake of humanity” continues.
Moreover, in the postwar era, forms of eugenic thought began to change, and 
precautions against such thought grew less stringent, and genetic engineering in 
the field of medicine, reproductive control, surrogate motherhood and its 
commercialization emerged all at once. 
With a rise in the standard of living and declining birthrate in developed 
countries, the commercialized business of the sperm / egg bank and surrogate 
motherhood linked to infertility treatments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order lists” including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skin color, hair 
color, medical history, were created in order to offer “designer babies” as 
commodities.  It is feared that this kind of business enlarges the rich-poor gap, 
leaving women from poor countries to serve as low-cost surrogates who risk life 
and limb in a system that openly fosters eugenic ideologies and racism. And as 
to fertility treatment in Japan, it is unquestioned and affirmed as if it were a 
means to exercise “the right to have a child”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it may cause women.
What should we think about the objectification and commodification of human life? 
Chinese philosophers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have warned against the 
sacrifice of one’s own subjective mind for the sake of something else, and 
thought deeply about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heaven and humans. 
Keeping this point in my mind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roblem of the human 
desire to “improve”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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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 생활에 더 많은 도전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열망

自然と生命に対するより大きな挑戦の欲望の行方

사카모토 히로코 (坂元ひろ子)

최근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은 생황의 편리성을 얻었다. 연구효율도 
이공계는 물론이거니와 인문학에서도 자료의 디지털화, 데이터 처리 등이 향상되었고 전
반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이 크다.  그 발전의 영향은 인간과 그 생활에 널리 미치게 되
었다. 

가까운 예로 편리성을 추구하여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 것이 
있으며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인간관계, 인간의 시력과 기억력, 이와 관련된 
신체기관 그 자체까지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그 문명과 함
께  인체에도 큰 변질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1. 한자문화, 동아시아 문화와 근대 과학기술 

중국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및 중국어권에서 조차, 
한자를 실제로 적는다는 신체행위 혹은 준신체행위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혹시 가
능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한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가속하는 디지털화와 언제까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도구로 하는 “지(知)’의 존재형태 그 자체가 어
떻게 변화할 것인가? 

물론 원래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이나 한국, 북한에서는 민족독립, 민족의 고유성의 강조
로 인해 이미 탈 한자의 방향성을 걸어왔다.  중국에서는 신문화운동시기에 한자폐지의 
방향성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한자 디지털화의 발전에 의해 폐지 이외의 길을 걸어왔으
며 일본도 메이지시기에 폐지론은 상당히 융성했지만 재래어의 어휘가 적기도 했던 탓에 
채용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한자를 적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증가했고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이 흔들리면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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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한자 폐지가 더 진행되면 전세계의 문화의 구미문화로의 일원화에 크게 가까워지게 되

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원문을 한자로 하는 지금까지의 방대
한 문서 — 유럽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축적되어 온 것이다 —까지도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인류의 문화축적의 많은 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
다.  지구의 반 정도의 문화축적의 원전을 유럽문화의 번역이거나 음성표기(동음한자가 
많은 탓도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원래의 한자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할것이다)로 
변환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보다 심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
다.  이러한 문화 축적을 사장문헌으로 만들어버려도 될 것인가? 

그것도 AI의 활용으로 지금은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 개발되어 설령 한자를 
적을 수 없게되고 그 형태가 없어저도 그래도 한자문화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인가? 그러나 신체행위를 동반하는 필사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독특
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신체행위를 “편리”함의 관점으로 소거해버린
다면 그 독특한 문화형성도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전과 함께 변질의 위기에 처한 것은 한자문화, 동아시아 
문화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보다 대규모로 확실히 기존의 문화문명, 그리고 인간의 신
체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자연과의 오랜 싸움
과 관계를 거처 진화하고 또 한편으로 퇴화도 하여 그 결과 현재의 인간이 탄생했다. 영
장류로서 살아남았지만 이전에는 없던 질병도 앓게 되었다.  기존과는 다른 과학기술의 
진전에 의해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진화 - 퇴화의 과정이 가속, 단축되어 그 때문에 왜
곡도 생겼다.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시력에 대한 부담의 증대가 
지금까지와 같은 눈으로는 견딜수 없게 되어, 지금까지 “우주인”으로 
생각하여 그린 모습으로 형태적으로도 변화되어 갈 지도 모른다.  청
력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고 기억력의 경우에도 그 필요와 훈련의 결
여로 쇠퇴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미 의학계에서 경고가 나
오고 있다. 인간의 진화-퇴화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제반 기능의 변화
는 그 속도와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미증유의 커다란 문제 발생

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없다.  
서구적인 근대는 심신의 분리를 가속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근대에서도 상

관없는 일이 아니었다.  그 공포를 만화로 그린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황정(黄鼎)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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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공하(恐嚇):의학만화(신경쇠약자의 심리작용) (『만화생활』1934-35) 는 근대인류의 공
포를 근대병이라고 발할 수 있는 “신경쇠약”에 빗대어, 머리와 신체가 분리되어 버리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이것은 심리상의 문제인데 현대라면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눈
과 귀의 형태 전체가 변화해가는 만화가 그려진다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２，자연의 개조에서 생명의 조작으로

더 나아가 말하면 인류가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진화 - 퇴화해 왔다고 했을 때 처음에
는 생존을 걸고 자연과 투쟁하는 가운데 자연개조의 욕망을 가지고 농업, 그리고 어업과 
임업도 발전시키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방사선이 발견되자 의학에 응용되게 되었으며 
의학도 발전시켰다.  이윽고 그것은 과학기술발전과 함께 대규모의 자연파괴에 까지 이
르게 되었고 환경파괴의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심각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많
은 경우에 군사이용을 위해 추구되어온 역사가 있으며  화학병기가 개발되어 제 2차 세
계대전 시에는 미국이 나치보다 앞서 원자폭탄을 개발하여 이미 일본의 패전이 명확해저 
있었음에도 원폭을 실제로 일본에 연속투하하여 일본의 민간인과 재일 한국인, 중국인들
도 무차별적으로 살육당하였다.  

전후에는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주창되어 1951년에 미국에서 원자력발전 실험로에  
성공한 이후 1954년에는 소련이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설립 운전을 시작했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은 미소냉전 구도 속에서 군사경쟁이 그것에 이용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
지나 우주개발을 추진했다.  

원자력에너지는 발전된 깨끗한 에너지로 미화되어 예를들면 중국의 1955년의『만화』월
간에서도 오운(呉耘)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걷다(走上為人類造福的道路)”에서는 소련
의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복잡한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했다고 칭송하며 소개
하고 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는 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
했으며 광대한 오염지구를 만들어 내었고 주변주민의 건강악화를 초래했다.  1991년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정보는 공개 되었지만 경제위기 속에 오염처리, 
이재민 구원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 등에서는 제어가 힘든 이 원자력 기술을 
구사하면서까지 경제발전을 꾀하려 해 왔다.  그리고 피폭국인 일본에서는 나아가 2011
년 관동동북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지진과 해일피해 때문에 대
형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방사능 오염처리, 폐기처리에 대한 전망은 전혀 세워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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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피난민의 귀향도 여의치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원폭 당시의 것과 함께 
피폭자 피해 데이터만을 전세계에 갱신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자연제어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생에 대해서도 인간개조
의 욕망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1936년에 상하이에서 항일을 강
하게 의식한 주금루(朱金楼)(1913~92, 상하이 사람)가 발간한 “중국만화” China Sketch 
11기에서는 「광상전호(狂想専号)：하편：과학특집」을 편성, 표지에는 남경중앙대학 애중
신(艾中信)작「과학말일」（과학가　対 기기인 애구(科学家対機器人哀求)：「나는 당신의 지
시에 따릅니다(我接受你出指使)」[과학자가 로봇에게 애원하다：「당신의 지시에 따릅니
다」]）를 채용, 과학자가 로봇의 명령에 따른다고 하는 「과학의 마지막날」을 경고한다.  
이 책의 뒷표지도 과학의 발전이 현저하며 세계대전의 위기에 있어서는 수천 년 후에는 
적의 습격을 받아 어떤 도시의 시민 전체가 공공 피난소로 들어가고 그 피난소 전체가 
기중기로 들어올려져서 거대 장거리 로켓에 탑재되어 로봇의 조작으로 다른 별로 쏘아올
려지고 동시에 공중에서는「최신발명」의 비행무기류로 침략군과 싸운다 등등으로 이어진
다.  근대과학・군사화 비판을 포함하는 미래의 상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 특집에서는 군사과학 뿐 아니라 생식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선견적인 묘사가 있다.  예를 들면 정심(丁深)의 만화 「과학적 생활」의 한 컷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미래에 과학이 발전한다
면 「과학전종(科学伝種)[종의 보존]기」를 발명한다」고 하여 난자
에 정자를 주입하여 기계로 키우게 한다는 완전체외수정, 생식의 
기계화를 그린 그림도 있다.  지금이라면 놀랄 것도 없는 발상 
이면서도 여기에는 생식의 기계화의 미래에 대한 공포 혹은 거부
감이 담겨있다.  

이 만화는 같은 『중국만화』의 6기 게재의 발간자 주금루(朱金楼)에 의한 표지화와 맞
춰보면 보다 의미심장해진다.

만화의 배경으로는 중국 근대를 상징하는 54신문화운동기(1915~23), 중국의 신청년들
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이었던 것은  결혼, 다시말해 집의 문제이었다.  부계로 계속되
는 가계제도에서는 부모가 결혼을 정하고 여성에게는 집안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남아를 
많이 낳을 것이 요구 되었고 유복한 가정일수록 그 때문에 첩을 여럿 두고 있었다.  그
래서 청년 지식인들은 우선 중요한 사상자원의 하나로써 페미니즘, 성과학, 생식관, 우생
사상과 사회주의의 요소를 가지는 페이비언(Fabian)협회계열의 사상권에 관심을 가졌다. 
페이비언(Fabian)협회는 시인 에드워드 카펜터(Edward Carpenter)나 「우생문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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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여성문제」라고 본 성과학자 헨리 엘리스(Henry Havelock Ellis) 가 주도한 모임
이 바탕이 되어 사회개혁으로의 개입을 목표로 1884년에 설립되었고 1907년에 영국에서 
우생교육학협회(EES)가 창설되자 헨리 엘리스 등의 페어비언계열의 지식인들이 회원이 
되었다.  다산으로 병사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뉴욕의 빈민가에서 빈곤가정의 여성들에게 
가족계획・피임방법을 확신시키려고 선구적인 진료소를 개설한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도 페어비언 계열의 인맥과 친했다.

중국여성에게 있어 “다산주의” 비판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
히려 출산・생육의 「양보다 질」을 주장하는 우생학이 왕왕 여성해방 주장의 무기로서 전
략적으로이긴 하지만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미나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러했다. 

1921년에는 미국 산아제한연맹을 설립하고 전세계를 돌았던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가 1922년 중국을 방문하여 신문화 운동의 중심인 북경대학에서 환영을 받았고 
2천명이 넘는 청중에게 “산아제한과 그 방법”으로써 성교와 피임법까지 강연했다. 그 당
시 언론은 너나할 것 없이 마가렛 생어 특집을 편성했다. 『부녀잡지』 8권 6호(1922년)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중국이 서양의 전철을 밟아, 일국의 강약을 좌우하는 지식인에게 산
아제한을 시키지 말고 “오늘날의 계획으로서는 빈민・병자의 다산을 즉시 금지시켜 그 
출산율을 줄여야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산아제한은 말할 것도 없이 계급문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만화』6기 (1936년 4월 25일)의 표지에 사용된 
주금루(朱金楼)의 작품의 캡션은 「중국의 생어부인：가여운 영
양불량 어머니! 피임약을 한봉지 드릴까요?」였다.

1922년에 크게 환영받았던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의 
여기에서의 희화화는 이 얼마나 실랄한가! 마가렛 생어
(Margaret Sanger)가 중국인은 “빈곤・병자의 다산금지”를 최
우선시 할 것을 건언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도깨비 같은 
얼굴의 서양여성이 영양실조로 극도로 마른 가난한 농민 모자에

게 독약이라도 먹이려는 듯이 피임약(당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경구피임약)을 권하
고, 농민여성은 경계 혹은 거부하는 듯한 표정을 보인다는 구도이다.  작자에게 반제국주
의의 입장이 강했고 산아제한도 그러한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지주
의의 한편으로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우승(優勝)측에서 열패(劣敗)측을 향한 우생사상이 
안고 있는 냉혹함을 날카롭게 폭로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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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0년대의 만화에 투영된 우려는 현재 불임치료와 관련해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천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임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중국에서 자녀를 열
망하는 유복층 부부를 고객 타겟으로 해서 미국의 불임치료 비즈니스는 중국에서 금지되
고 있는 대리출산의 미국에서의 실현을 선전한다.  중국각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많
은 대리모 희망자를 가지고 있으며(대부분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병력검사, 소행조사로 
범죄이력・매춘이력등을 심사하여 소수의 적합자를 선별, 비용은 2천만엔 정도라고 한다.  
불임 고객과 이야기가 끝나면 의뢰자가 대리모에게는 통상 수백만엔을 지불하고 의뢰자
로부터는 대리모가 되는 여성에 대한 식사내용, 금주금연을 비롯해 각종 주문이 이어진
다.  백인이거나 히스패닉, 비유색인 계의 대리모를 희망하기도 하고 성별을 골라 낳는 
것도 가능하다.  미숙아는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조산한 대리모 여성이 의
뢰자로부터 구급치료를 거부당하거나 의뢰자가 아기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
약에 의해 유해가 의료폐기처리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정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고 대리모의 라이센스제, 보험회사와의 타이업이 요구
되기도 하지만 과연 그러한 문제에서 그치고 말것인가?  난자 정자의 매매에서도 공여자
의 IQ를 비롯해 많은 선별이 이루어진다.  

이전에 생식투어리즘의 대상지였던 인도나 태국 등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우생사상과도 
관련이 있는 윤리문제, 빈곤문제, 남북문제 인종차별문제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져있
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국인, 또는 일본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주도의 생식 비
즈니스에 의한 욕망을 환기시키는, 선택지 가득한 주문표에 바탕한 디자이너즈 베이비의 
생산, 대리출산, 이렇게까지나 노골적인 생명의, 생식의 상품화에는 새삼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  일본에서도 불임치료라고 하면 국가의 저출산 대책도 그렇거니와 치료가 주는 
심신에 대한 부담이 아무리 크더라도 “낳을 권리”의 행사인양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곤 한
다.  이것은 생의 조작에 대한 욕망의 폭주가 아닐까. 

３，실마리 — 아시아의 지혜에서 배우다

생명조작에 까지 이르는 그러한 욕망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시기일 것이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그리고 그 주변국에서 역사적으로 
보여진 “물(物)”을 향한 욕망에 대한 자성과 자제가 아닐까.  자신의 주체인 마음을 잃고 
물(物)에 사역당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는 생각, 그리고 하늘- 우주자연과 인간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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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사색도 있다.  다만 노장, 불교, 유교사상 모두 직접 원전에 그 진의를 찾아내는 것
은 쉽지 않다.  근현대사상 연구의 입장에서도 그것들의 영향하에서 서양근대사상과 마
주한 아래의 사상을 들어보고자 한다. 

우선은 어느새 생명 조작에 까지 이를 수 있게 된 진화론적 자기인식에 대한 반성이 
있다.  청말의 혁명사상가 태염(太炎) 장빙린(章炳麟)은 유식불교(唯識仏教)에 특히 깊이 
물들면서도 인도의 민족사상에서도 영향을 받아 “생물의 정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선악을 
이루는 힘도 그와 함께 커진다” (“구분진화론(倶分進化論)”『민보』７，1906), 고락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선악고락 쌍방병진론으로서의 “구분진화론”을 주창했다.  당시
의 서구화 문명 개화 지향형의 진화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서 제기되어 야만・문명
이라고 하는 나눔법 그자체가 불교적으로는 “집착”, 편견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제국
주의, 식민지주의 침략의 정당화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장병린의 영향하에 있으며 주로 1920년대, 그리고 항일전시기를 포함하는 
30~40년대에 걸처 자기의 사상형성을 한 이른바 현대(근대) 신유가들의 사상영위가 있
다.  예를 들면 웅십력(熊十力)은 “물(物)” (형, 물질)」에 대한 집착 구니는 인간의 활동
력 “기(気)”를 약화시키고 불공정=이기심으로 이어지며 자기상실을 초래한다, 인간이 물
건에 의해 주체성을 빼앗기게 된다는 위기를 안게 되는 것이며 비인간화의 첫걸음이라고 
간주했다.  현대인은 “마음이 물건에게 사역당해, 인간이 인간을 먹는 국면을 만들어 내
고 있다”（웅십력(熊十力)『불가명상통역(仏家名相通釈)』북경대학출판사,1937년）고 했다.  

또 예를 들면 대학교직에서 향촌건설운동으로 내딛은 량수밍(梁漱溟)은 서양문화란 “의
욕”의 전향적 요구가 근본정신이 되고, 외부의 물질 세계에 대해 “자연을 정복”하는 것
과 같은 방법으로 발현된 문화라고 보고 (『동서문화 및 그 철학(東西文化及其哲学)』1921
年),  그에 반해  “생명”과 “자연”을 근본으로 하는 중국문화를 지향했다. 

이들은 현재의 멈출줄모르는 과학기술만능시대에 있어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는데 있어
서 목하 참고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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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と生命に対するより大きな挑戦の欲望の行方

坂元ひろ子

近年の新科学技術の発展につれ、人間は生活における便利さを獲得した。研究効率も理
工系ではもちろんのこと、人文学においても資料のデジタル化、データ処理などで格段に
あがって、全般的に裨益するところが大きい。その発展の影響は、人間とその生活にひろ
く及ぶ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身近な例では圧倒的多数の人たちが便利さを求めて急速に使用するに到ったスマート
フォンがあり、それによ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ありかたや人間関係、人間の視力や記憶
力、それに関わる身体器官そのものにまで影響を受け、変化をきたし始めている。近未来
に身体においても、その文明ともども大変質がお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をも覚える。

１，漢文化、東アジア文化と近代　科学技術

中国の研究をする立場からいえば、日本はもちろんのこと、中国及び中国語圏において
さえ、漢字を実際に書くという身体行為あるいは準身体行為がいつまで可能か、もし可能
でなくなったときに漢字は生き延びるのか、加速するデジタル化とどこまで共存できるの
か、そしてそれらをツールとする知のありかたそのものがどうかわるのだろうか？ 

もちろん、もと漢文化圏内のベトナムや韓国・朝鮮では民族独立、民族の固有性の強調
から、すでに漢字脱却の方向性を歩んできている。中国では新文化運動時期の漢字廃止志
向はあったものの、それよりは漢字のデジタル化の進展によって廃止外の道を選んできてお
り、日本も明治時期に廃止論はかなり盛んだったが、在来語の語彙が少ないことからも、
採用されずにきている。だが、すでに漢字が書けなくなっている人が増え、小学校での漢
字教育が揺らぐと運命をともにするほかないかもしれず、ラテン語のような存在に変わって
しまうかもしれない。漢字廃止に進むと全世界の文字の欧文への一本化に大きく近づくこ
とになるが、それは好ましいことといえるのか？漢字原文のこれまでの膨大な文書――ヨー
ロッパより広汎な地域で蓄積されてきたものである――までもが簡単には利用できなく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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り、人類の文化蓄積の多くにほとんどの人はアクセスできなくなるだろう。地球の半分程
度の文化蓄積の原典を欧文翻訳か音声表記（同音漢字が多いこともあり、厳密にはもとの
漢字に遡ることは不可能であろう）に変換してしまえば、実質的にはより深い解釈の可能
性を封じることになろう。そうした文化蓄積を死蔵文献にしてしまってよいのか？

それもAIの活用で、今はまだ思いつかない技術が開発されて、たとえ漢字が書けず、そ
の形がなくなっても、なおも漢文化にこれまで同様、接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うるのだろう
か？しかし身体行為をともなう書写という行為そのものが独特な文化を形成してきたので
あって、身体行為を「便利」さの観点から消去してしまっては、その独特の文化形成も崩
壊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しかしながら、こうした科学技術の進展にともない、変質を迫られるのは漢文化、東
アジア文化に限ったことではない。より大規模に、確実に従来の文化文明、そして人間
の心身をも変えていくことになるだろう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長い自然との格闘、関
わりを経て進化し、その一方で退化もし、その結果、現在の人間が誕生した。霊長類と
して生き残ったが、以前にはない病をも患うことになった。従来とは異なり、科学技術
の進展によって長い時間をかけずに進化―退化の過程が加速、短縮され、そのための歪
みも生じた。

すでにインターネットやスマートフォンの登場以降、視力への負担の増大がこれまでのよ
うな眼では耐えきれず、これまで「宇宙人」として思い描いたような姿へと、形態的にも
変更されていくかもしれない。聴力も同様かもしれないし、記憶力についても、その必
要、訓練が欠落するとともに衰えつつあるという。いずれもすでに医学界から警告がだされ
ている。人間の進化―退化なりには時間がかかるが、諸機能の変化はその速度とにギャッ

プを生じ、未曾有の大きな問題が生じる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
西欧的な近代は心身の分離を加速させたとされるが、それは中国近

代でも無関係ではなかった。その恐怖を漫画に描いたものもある。たと
えば黄鼎の作品《恐嚇:医学漫画(神経衰弱者之心理作用)（『漫画生
活』1934-35）は近代の人間の恐怖を近代病ともいうべき「神経衰弱」
に託し、頭と身体が離れてしまう絵として描いている。これは心理上
の問題であるが、現在なら、科学技術の進展のために、眼や耳が形態

ごと変化していく漫画が描かれても不思議ではないで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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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自然の改造から生命の操作へ

さらにいえば、人類が自然との闘いを通して進化－退化してきたとして、最初は生存を
かけて自然と闘うなかで自然改造の欲望をもち、農業、そして漁業や林業も発展させるこ
とになった。19世紀末に放射線が発見されると医学に応用されるようになり、医学をも発
展させた。やがてそれは科学技術発展とともに、大規模な自然破壊にまで到り、環境破壊
の問題があちこちで深刻化している。科学技術の発展は多くが軍事利用のために追求され
てきた歴史があり、化学兵器が開発され、第二次大戦時にはアメリカによって原子力爆弾
がナチに先んじて開発され、すでに日本の敗戦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がら、原爆は実際に
日本に連続投下され、日本の民間人や在日の朝鮮人や中国人もが無差別殺戮に遭った。

戦後は原子力の「平和」利用が謳われ、1951年のアメリカでの原子力発電実験炉の成功
以来、1954年にはソ連が世界最初の原子力発電所を設立、運転を始めた。背景にあるのは
米ソ冷戦構造で、軍事競争がそれに利用できる原子力エネルギーや宇宙開発を推進した。

原子力エネルギーは進んだクリーンなエネルギーとして美化され、たとえば中国の1955年
の『漫画』月刊でも呉耘「人類の幸福のための道を歩む（走上為人類造福的道路）」で
は、ソ連の世界最初の原子力発電所が最も複雑な科学技術問題を解決したとして讃え、紹
介されている。1986年にチェルノブイリ原子力発電所の事故では多くの死傷者、避難民を
だし、広大な汚染地区をつくりだし、周辺住民の健康悪化を招いた。1991年に責任をおう
べきソ連が崩壊したこともあり、情報は公開されるようになっても経済危機のなか汚染処
理、被災者救援問題は解決をみないなか、日本等では、制御困難なこの原子力技術を駆使
してまで経済発展を図ろうとしてきた。そして被爆国の日本はさらに2011年、関東東北大
地震の際に福島原子力発電所が地震と津波被害から大事故を起こし、放射線汚染処理、廃
棄処理の見通しは全くたたず、避難民の帰郷もままらない状態に立ち至っている。原爆時
のとあわせて、被爆者被害データのみを世界に更新して提供することになった。

危険をかえりみないまでの自然制御の欲望は、人間の生に対しても、人間改造の欲望と
もなってあらわれてきた。中国では1936年にはたとえば、上海で抗日を強く意識した朱金
楼（1913－92、上海の人）発刊の『中国漫画』China Sketch 11期では「狂想専号：下編：
科学特輯」を組み、表紙には南京中央大学艾中信作「科学末日」（科学家対機器人哀求：
「我接受你出指使」[科学者がロボットに哀願する：「あなたさまのご指示に従います」]）
を採用、科学者がロボットの命に従うという「科学の末日」を警告する。同誌裏表紙も、
科学の発展が著しく、世界戦争の危機にあっては、千年後には、敵の襲撃を受けてある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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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の全市民が公共シェルターに入り、そのシェルターごと起重機でもちあげ巨大長距離ロ
ケットに搭載し、ロボットの操作で他の星に打ち上げ、同時に空中では「最新発明」の飛行
武器類で侵略軍と戦う、等々と。近代科学・軍事化批判を含む未来の想像がみてとれる。

さらに興味深いことに、この特輯には軍事科学のみならず、生殖テクノロジーについても
先見的な描写がある。たとえば丁深の漫画「科学的生活」の一コマは、女性の妊娠出産に
は危険がともなうので、「将来、科学が発達したら、「科学伝種[種の保存]機」を発明す

る」として、卵子に精子を注いで機械に育てさせる、という完全対
外受精、生殖の機械化の図である。今なら驚かない発想ながら、
そこには生殖の機械化の未来への恐怖もしくは違和感がこめられて
いる。

この漫画は同じ『中国漫画』の６期掲載の発刊者朱金楼による
表紙画とあわせてみるとより意味深長となる。

漫画の背景としては、中国近代を象徴する五四新文化運動期（1915-23）、中国の新青年
たちにとって切実な問題となっていたのは結婚、つまりは家の問題であった。男系で継続
する家の制度では親が結婚を決め、女性は家の後を継ぐことのできる男子を多く産むこと
が求められ、裕福な家ほどそのために妾が一人ならずおかれていた。そこで青年知識人た
ちはまず重要な思想資源のひとつとして、フェミニズム、性科学、生殖観、優生思想と社
会主義の要素をもつFabian協会系の思想圏に関心をもった。Fabian協会は詩人Edward 

Carpenterや「優生問題自体がすぐれて女性問題」とみた性科学者のHenry Havelock Ellisら
の集まりがもとになり、社会改革へのコミットをめざし、1884年に設立され、1907年にイ
ギリスで優生教育学協会（EES）が創設されるとEllisらFabian系の知識人たちが会員となっ
ていた。多産で病死した母をもったことからニューヨークの貧民街で貧困家庭の女性に家
族計画・避妊法を広めようとし、先駆的な診療所を開設したMargaret SangerもFabian系の
人脈と親しかった。

中国女性にとって「多産主義」批判が生まれるのは当然といえ、それだからこそ、出産・
生育の「数より質」をと主張する優生学が往々にして女性解放主張の武器として、戦略的に
ではあれ、用いられることにもなった。欧米や日本のみならず、中国でもそうであった。

1921年にはアメリカ産児制限連盟を設立して世界を回ったMargaret Sangerが1922年、中
国を訪問、新文化運動の中心、北京大学で歓迎を受け、二千人からの聴衆に、「産児制限
とその方法」として性交や避妊法まで語った。その当時、メディアはMargaret Sanger特集
をこぞって組んだ。『婦女雑誌』8巻6号（1922年）でのインタヴューで彼女は、中国が西
洋の轍を踏んで、一国の強弱を左右する知識人に産児制限させるのではなく、「今日の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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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は、ただちに貧民・病人の子だくさんを禁止してその出産率を減らすべき」だと忠
告した。産児制限はいうまでもなく階級問題でもあった。

さて、『中国漫画』6期（1936年4月25日）の表紙に使われた朱金楼の作品のキャプショ
ンは「中国における山額（サンガー）夫人：かわいそうな栄養不良
の母親よ！避妊粉薬を一服さしあげましょうか？」であった。

1922年に大歓迎されたMargaret Sangerのここでの戯画化はなんと
辛辣なことか！Margaret Sangerが、中国人は「貧民・病人の子だ
くさんの禁止」を最優先するようにと建言していたことが意識され
ている。鬼のような面相の西洋人女性が栄養失調で極度にやせ
細った貧しい農民母子に毒薬でも飲めといわんばかりに避妊薬（当
時はまだ開発されていなかった経口避妊薬）をすすめ、農民女性は

警戒もしくは拒むような表情をみせる、といった構図である。作者に反帝国主義の立場が
強く、産児制限もそうした視角から捉えられている。帝国主義、植民地主義の側、優勝劣
敗の優勝側から劣敗側に向けられた優生思想のはらむ冷酷さを鋭く暴いてみせる。

こうした30年代の漫画に投影された危惧は、現在、不妊治療と関連して現実化している
といえる。5千万人からの人が不妊に悩んでいるという中国において子供を熱望する富裕
層夫婦を顧客ターゲットとして、アメリカの不妊治療ビジネスでは中国で禁じられている
代理出産の米国での実現を売り込む。中国各地でセミナーを開催、多くの代理母希望者を
抱え（ほとんどが経済的理由による）、病歴検査、素行調査で犯罪歴・売春歴なども審査
し、少数の適合者を選別、費用2千万円程度だという。不妊の顧客と話が決まると、代理
母には通常、数百万円が依頼者から支払われ、依頼者からは代理母となる女性への食事内
容、禁酒禁煙はじめ各種注文がつく。白人かヒスパニック、非有色系の代理母が希望され、
男女産み分けも可能となる。早産した代理母女性が依頼者から未熟児は障害をもつ可能性が
あるとして救命治療も引き取りも拒否されたり、契約によって遺体が医療廃棄処分されたり
するといった問題も生じているという。法的整備の不全の問題が指摘されたり、代理母のラ
イセンス制、保険会社とのタイアップ等が求められたりしているが、果たしてそうした問題
にとどまるのだろうか？卵子精子売買でも、ドナーのIQはじめ多くの選別がある。

以前に生殖ツーリズム先となっていたインドやタイなどの事例などからも、優生思想とも
かかわる倫理問題、貧困問題、南北問題、人種差別問題等が存在することは知られてい
た。それでもこのような中国人、また日本人、韓国人を対象とするアメリカ主導の生殖ビ
ジネスによる、欲望を喚起する選択肢満載のオーダー票にもとづくデザイナーズ・べービー
の生産、代理出産、ここまであけすけな生命の、生殖の商品化にはあらためて驚愕せざ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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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えない。日本でも不妊治療となると、国の少子化対策だけでなく、治療が与える心身へ
の負担がどれほど重くとも、「産む権利」の行使であるかのように肯定されがちである。
これは生の操作への欲望の暴走ではないか。

３，手がかり――アジアの智慧から学ぶ

生命操作にまで及ぶそうした欲望の暴走をおしとどめることを真剣に考えるべき時であろ
う。まずあげられるのは、中国そしてその周辺国で歴史的にみられた、「物」への欲望に
対する自省と自制ではないか。自身の主体の心を失って物に使役されることを強く警戒す
る考え、そして天―宇宙自然と人とのかかわりの思索もある。ただ、老荘、仏教、儒教思
想にせよ、直接、原典からその真意をくみ取ることは容易でない。近現代思想研究の立場
からも、それらの影響下で、西洋近代思想とむきあった以下の思想をあげておきたい。

まずはやがて生命の操作にまで及びうる進化論的な自己認識への反省がある。清末の革
命思想家、章炳麟（太炎）は唯識仏教に特に深く染められつつ、印度の民族思想にも影響
をうけて、「生物の程度が進めば進むほど、善悪をなす力もそれとともに増す」（「倶分
進化論」『民報』７，1906）、苦楽についても同様だとする善悪・苦楽双方併進論として
の「倶分進化論」を唱えた。当時の欧化・文明開化志向型の進化論への根本的な批判とし
て提起され、野蛮・文明という分け方そのものが仏教的には「とらわれ」、偏見にすぎ
ず、それが帝国主義、植民地主義の侵略の正当化にもつながると指摘した。

そしてこの章炳麟の影響下にあって、主に1920年代、そして抗日戦時期を含む30-40年代に
わたって自己の思想形成をした、いわゆる現代（近代）新儒家たちの思想営為がある。たと
えば、熊十力は「物」（形、物質）への執着拘泥は人間の活動力「気」を損い、不公＝自私
につながり、自己喪失を招く、人間が物によって主体性を奪われるという危機をはらむので
あり、非人間化の第一歩だとみなした。現代人は「心が物に使役されて、人が人を食う局面
を造りだしている」（熊十力『仏家名相通釈』北京大学出版社、1937年）のだと。

またたとえば大学教職から郷村建設運動にふみだした梁漱溟は西洋文化とは「意欲」の
前向きの要求が根本精神となり、外界の物質世界に対して「自然を征服」するような方法
で発現した文化だとみなし（『東西文化及其哲学』1921年）、それに対して「生命」と
「自然」を根本とする中国文化を目指した。

これらは現在のとどめを知らない科学技術万能時代における人間の価値を考えるあたっ
てさしあたり参照に値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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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중국에서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인간의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

분이었으며, 조상숭배 의례는 지역사회가 국가와 협상하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조상숭배 의례

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경영투자와 관련이 있었다. 첫째, 조상숭배 의례를 통하여 영업에 필

요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둘째, 또한 조상숭배 의례를 통하여 개인 차원에서는 일생 동안 감

당할 수 없는 채무가 유지될 수도 있게 되었다.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의 재산을 보유함으로

써 생긴 이러한 특징은 회사법 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는 가업을 경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지 않았다. 가업이 계속 번성하려면, 그 

가업의 역사로부터 장점과 단점을 알고 이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려오는 가업의 역

량은 어떤 경우는 회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복리 차원으

로 변화시킨 이념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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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ose had to do with the role of accounting, and others to do with an ideology 

that diverted narrow individual interests to the good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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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서의 “효”? 21세기의 기업경영

데이비드 포 (홍콩 중문 대학)

대부분의 사회는 고령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
가 “효”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부모를 모시는 것에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
는다. 유교의 역사를 보면, “효”는 주로 부모나 조부모 같이 살아 있는 어르신 뿐만 아니
라 돌아가신 조상에게 적용되다 보니 종교적 의미를 풍기게 되었다. 생존하신 어른에게 
하는 효와 돌아가신 분들에게 하는 효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산 사람들은 
좋든 싫든 친밀하게 교감하고, 욕망을 표현하고,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 돌아가신 분은 
기껏해야 무형의 공간에 마주하고, 차려 놓은 의례가 있어야 기억하고 대접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생존한 자식과 부모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 간의 관계는 장수에 의해 변화했
다. 한 예로, 19세기 중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37세였다. 2018년엔 75세로 늘었다. 고령
화 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 중 하나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시간이 17년에서 약 50
년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19세기에는 3세대 구성원이 같이 사는 가족이 거의 없었다면 
21세기엔 4세대 가족은 드문 일이 아니다. “효”의 초점을 점점 돌아가신 분에게서 생존
한 가족으로 바꿀 시점이다.

가족 사업에 대해 말하기 앞서 간단히 그 변화에 대해 짚어 보겠다. 중국에서 
“효”란 남성 지배적 사회의 핵심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았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
고 아버지의 희망이 아들보다 우선시 되었다. 21세기 들어 아들과 딸이 부모로부터 여전
히 충분한 사랑을 받지만, 인권은 자식의 소원이 우선권을 갖길 요구한다. 고령의 부모가 
은퇴하면 자식이 사업을 물려 받아야하기에 더욱 그렇다. 정치권도 이러한 책임의 변화
에 점점 눈 뜨기 시작했다. 자식이 졌던 노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부담이 국가 제도나 오
랜 보험을 통해 사라졌다. 복지사회는 인생의 절정을 지난 사람들이 독립할 것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장애물이 개인적 노력에 의해 극복되는 제도의 수립을 요구한다. 
“효”는 장수의 문제에 대한 집단적 해결책을 필요로한다. 사회는 저소득층처럼 고령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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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에 대한 예의 요소로서 “효”는 생존한 어른에 대한 공
경, 복종, 부양과 분리될 수 없다. 수 세기에 걸쳐 동아시아에서는, 예는 자손이 조상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자리 매김했다. 또한 이는 사회적 지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형
성, 토지 재산을 두고 관과 협상하는 것 같은 여러 현안에 영향을 미쳤다. 유교를 바탕으
로 하는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생명은 조상의 연속체이다. 그들은 조상의 “호흡” 
(기)를 상징하고 같은 “숨결”을 자손에게 전달한다. 자손들은 조상의 영혼에 제사를 올려
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재산을 조상의 이름으로 두어 제사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도록 한다. 이 맥락에서 “효”라는 이름으로 많은 과정이 일어남에 주
목해야 한다. 후손들이 모여서 이전 조상의 이름으로 기업 재산을 설립할 수 있듯이 조
부나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자매와 그들의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자녀는 가족 기업을 경영하고 조상의 이름으로 설립된 기업은 지주 회사가 된다. 
옛날 중국에선 그러한 기업이 농업을 위한 토지 개발 뿐만 아니라 시장, 가마, 주물공장 
같은 산업 활동에도 투자했다. 공통된 가문 위에 설립된 광범위한 네트워크 안에서 투자
와 대출이 이어졌다. “효”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가 진 빚을 책임져야 했고 그것만으로도 
후대에까지 채무상환을 보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네트워크가 기업 운영보다 
더 관계가 있었다. 조상이 같은 후손들은 교육비를 부담했고 학자나 관료가 되어 출세한 
이들은 개인 뿐 아니라 가문에 명예와 사회관계를 선사했다. 가족 사업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가족 사업은 가족 이상의 성격이 있다. “효”라는 이상이 가족을 
직접적으로 가까운 몇 세대를 넘어 조상의 영역까지 가져가고, 이를 통해 친족이라는 대
가족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20세기에도 제사가 제공한 전통적 기능의 일부가 특히 회사법과 그 법이 
시행하는 자본 회계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히 역사 내내 고도로 
상업화된 지역인 남부와 동남부에 가면 아직도 조상 제단을 건설하고, 가문 제사를 지내
고, 심지어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족보까지 나오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효”
는 아직도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인정되고 가족은 기업 활동의 중심이다. 1980년대 이
후 사유 재산의 폭발적 증가와 1가구 1자녀 정책의 결과로 많은 가정들이 후손에게 물려
줄 상당한 유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법에서는 후손과 자식의 상속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만 현실에서 공통 조상의 중심성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것 때문에 유산 상속권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 상황은 까다로운 재산 양도 정책 때문에 또 한번 복잡해진다. 공증 절차가 
없어서 유산 상속권은 증명이 어렵고 법보다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이 모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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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기술, 권리, 청구권은 디지털 등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디지털 등록은 법적 절차를 대체하지 못한
다. 재산이 유언장 없이 상속될 경우 복잡해지고 재혼이나 입양 같은 인적 개입이 있으
면 더욱 그렇다.

4차 산업 혁명은 가족 집단 내에 구축된 신뢰와 가족 상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족 집단을 공통의 조상으로 정의하는 관계 네트워크 안에 두는 신뢰를 빼앗아 가지 못
할 것이다. 가족 기업에 대한 연구 결과 가족이 기업에 선사하는 장점이 확인되었다. 일
부 가족은 브랜드 인지도로부터 혜택을 입었다. 다른 경우에선 가족 경영 스타일이 기업
에 녹아 들어 “효”와 관련된 가치의 뒷받침을 받는다. 가족 이름을 유지하려면 기업은 
브랜드에 걸맞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장수도 이점을 안겨준다. 남자 어른의 존재는 재
정적 권위를 부여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족 기업이 남자 어른 1인 소유에서 기업법에
서 가능한 것처럼 지분공유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 기업의 재정 규율 안으로 녹아 들었
다. 하지만 가족 기업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승계의 어려움이 해
결된 것은 아니다. 일부 가족 기업 연구는 승계는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로 다룰 것을 권
고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가족 기업의 최약점을 드러내는 것일지 모른다. 중요한 결
정을 내려야 할 순간, 주주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가족 관련인이 내려야 하
는가? 또는 지주 구조 자체 내에서, 어느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가족에 헌신했다는 이유
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처분하고, 그로 인해 가족 통제권을 약화시켜야 할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은 개인과 기업에게 여러 면
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 기업은 여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생존하고 번성하
려면 민첩하게 변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흡수해야 한
다. 때로 이것은 세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승계 문제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자식이 자신의 뒤를 이어 가족 기업에 몸담기를 원하는 부모는 사업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에 양보해야 할 것이다. 세대간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상호 존경에 기반해야 한다. 그것은 자체로 “효”의 가부장적 이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종
교의 속성을 버리고 더욱 인간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효”, 또는 그보단 어른에 대한 공경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도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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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는다. 가족은 여전히 열망과 기술의 요람이며 후손들이 사업에서 역경을 이기고 
전진하게 해 주는 인간관계와 기회의 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력은 습관으로 개발되
어야 하며 권위를 맹목적으로 받아 들임으로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배양됨 알고 있다. 가족은 어린 시기에 자식을 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식은 가장 자극에 민감하고, 기본 습관이 형성되며 자연, 그리고 
타인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를 보낸다. 나는 4차 산업 혁명이 이 근본적 가족과 
초기 양육의 관계를 바꾼다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지만 장수와 물질적 부의 성장, 그리고 
이동성 향상은 가족 단위를 재정의한다. 부모와 자식에게 굳건한 공경심을 심어주는 
“효”는 지속적인 사회 집단으로서 가족의 지속에 기여하고 기업과 관련된 전통이든 아니
든 가족이라는 전통을 심어 준다.

여기서 가족 전통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도록 해 
준다. 수 천년 동안, “효”는 가족사를 기록하고 구축하는 전통과 관련되어 왔다. 중국의 
많은 가문들은 가계도, 인물소개, 그리고 대대로 내려 오는 역사적 문서로 구성된 가족 
역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 외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 오는 가족 역사를 알고 있
다. 가족 역사가 반드시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역사학자들은 
동 아시아의 가족 역사 기록의 역사를 재건했다. 또한 귀족들은 초기시절부터 역사를 관
리했지만 평민들은 지난 수천년 전부터야 기록하기 시작했다. 중국 가족 역사에 대한 지
식은 학자의 정신의 일부였다. 가족 역사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제공했다. 또한 
개인이 열망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 오늘날 가족 역사를 알고 살아 가는 사람들은 
행운이다. 최소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유산을 망각하고 인류의 유산을 망각하도
록 유혹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 전통은 초기부터 자식 교육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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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al piety in business? Maintaining family 
business in the 21st century

Presentation at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19: Inclusive Human Values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avid Faur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ost societies advocate values that include taking care of aged parents. However, 

not all societies see taking care of parents as an act that embodies a religious meaning, as 

is suggested by the term “filial piety”. Under the aegis of Confucianism, the religious 

meaning of “filial piety” arises from its application not only to living forebear, mostly 

parents and grandparents, but also to deceased ancestors. Obviously, care that might be 

offered to the living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at directed to the dead. Living people 

interact intimately, assert their desires and evoke emotional responses, pleasant or otherwise. 

The dead are at best detectable through an intangible void, made understandable and 

manageable largely through set rituals. In the 21st century,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offspring and forebear and their deceased ancestors have been altered by longevity. For 

instance, in the 19th century, a Chinese male at the age of 1 could expect to live for 37 

years. In 2018, the average Chinese male at birth might expect to live 75 years. One of 

the most obvious consequences of the aging population is that the period a son or daughter 

might expect to be living with parents has extended from some 17 years to some 50 years. 

In the 19th century, few families extended for three generations; in the 21st century, 

four-generation families will not be uncommon. Increasingly, the attention of “filial piety” 

must shift from the dead to the living.

Let me comment briefly on the shift in general before I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family business. In China, “filial piety” was established as a core social value in a 

male-dominated society. It stressed obedience of sons to their fathers, indeed, to th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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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wishes of fathers should supersede those of their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while sons and daughters might still hold abundant affection for parents, human rights 

demand that their own wishes should take precedence, the more so as elderly parents must 

retire and adult offspring take over. This shift in responsibility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in politics: the financial burden of old-age care has been lifted from sons and 

daught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either of state provision or old-age insurance. The 

caring society demands not that people outside their prime be made dependent, but that 

provisions be made so that their personal handicaps might be overcome by personal efforts. 

“Filial piety” demands collective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longevity. Society must be 

made safe and convenient for the elderly as for other people who might be in need.

Nevertheless, “filial piety” as an element of ritual towards deceased ancestors 

cannot be separated from respect, obedience or care for living forebears. For many 

centuries, in East Asia, rituals have come to be established for the offering of sacrifice to 

ancestors, and they have implications on social status, building connections among family 

groups, negotiations with governments over land properties, and much else. The East Asian 

view supported by Confucianism looks upon the living as a continuation of their ancestors. 

They embody their ancestors’ “breath” (qi), and they pass the same “breath” to their 

offspring. Descendants are responsible for sacrifice to the ancestral spirits, and to enable 

them to do so, property is held in the name of the ancestors so that an income might be 

derived to pay for sacrifice. Notice that many processes might take place in this context in 

the name of “filial piety”. The grandfather or father might pass his properties to offspring, 

just as descendants could come together to set up corporate properties in the name of yet 

earlier ancestors. Siblings and their offspring of one or two generations conduct the family 

business, while the corporation established in the name of ancestors serves as the holding 

company. In imperial China, such businesses invested in land development, not only for 

agriculture, but also for market places, industrial operations such as kilns and foundries, and 

even mines. Investments and loans flowed within a wide network that was founded on 

common ancestry. “Filial piety” demanded that sons should honour the debts owed by their 

fathers and that alone guaranteed loan recovery across generations. Nevertheless, the 

ancestral network had to do with more than business operations. Common-descen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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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financed education, and the career successes of the well educated, as scholars and as 

officials, brought prestige and connection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but also for the 

group. Family businesses can be found in all societies, but in China, family businesses 

involves more than the family, for the idea of “filial piety” takes the family beyond its 

immediate reach of several generations into the realm of the ancestors, and, therefore, an 

extended network of kins.

Even in the 20th century, some of the traditional functions that had been provided 

by ancestral sacrifice had been replaced, notably by company law and by the capital 

accounting that it enforced.  Nevertheless,  if you go to China, especially in the south and 

southeastern parts of the country which had through history been highly commercialized, 

you still see ancestral halls being rebuilt, families sacrificing to ancestors, and, more, thanks 

to the internet, you see genealogies being constructed on line. Moreover, “filial piety” is 

still held as an important human value and the family remains a locus of business 

activities. The explosion of private properties since the 1980s and the result of the 

one-child policy together mean that in many families there are substantial properties to pass 

down the inheritance line. While the law makes clear the rights to inheritance by offspring 

and siblings, in practice, the wide acceptance of the centrality of common ancestry means 

that claims to inheritance can be quite complicated. It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intricacies of property conveyance. Without a probate procedure, the rights to inherited 

properties are hard to prove and they have to be settled less by law than by negotiation. I 

mention all this in passing because it is easy to assume that with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rights and claims could be dealt with by digital registration. In effect, digital 

registration does not dispel legal procedures, complicated enough when property is inherited 

intestate by descendants, and can be even further complicated by human intervention such 

as re-marriage and adoption.

Neither would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ake away the trust that is built 

within the family group and that, through belief in family heritage, places the family group 

within a network of relationships defined by common ancestry. Studies into family 

businesses have noticed the advantages the family brings to the business enterpris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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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businesses have benefited from brand names. Others have brought into the enterprise 

a family management style, often supported by the values associated with “filial piety”.  In 

the interest of maintaining the family name, the business must also maintain standards 

worthy of the brand. Longevity can also bring its advantages. The presence of the patriarch 

imposes financial authority. To some extent, the transition of family firms from sole 

ownership by the patriarch to a share-holding structure as is made possible under company 

law, has built into the enterprise financial discipline, but, as studies on family firms point 

out, that in itself has not eliminated the difficulty of succession. Some studies of family 

businesses advise that succession might be dealt with through a clear governance structure 

but that really highlights perhaps the greatest weakness of the family business. When it 

comes to the crunch, should share-holding determine major decisions or should family 

connections do so? Or, within the holding structure itself, should a family member hold on 

to shares because he or she is committed to the family, or dispose of them, and, thereby, 

weaken family control? There are no good answers to these questions eve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is rapidly changing technology that will 

affect many aspects of personal and business lives. Family business, like any other business, 

will have to be capable of changing rapidly in order to survive and thrive. Business will 

have to be able to absorb new technology, and that often means accepting generational 

changes. Succession problems will become more acute. Parents who wish their children to 

follow in their footsteps into the family business have to be prepared to give way to new 

approaches to their business problems. Communication across generation has to be 

maintained, and it can be facilitated by mutual respect. That, in itself, requires a revision of 

the paternalistic ideal of “filial piety”. It has to become less a religion and more a human 

value.

But “filial piety”, or rather, respect for parents, does not, thereby, lose its pla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amily remains the incubation ground for the aspirations 

and many skills, connections and opportunities that give its offspring a head start into 

business. However, we know that creativity has to be encouraged as a habit an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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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ed not by the blind acceptance of authority, but by the ability to question and to 

communicate in search of answers. The family enjoys the advantage of holding its offspring 

at an early age, at a time when they are most impressionable, when fundamental habits are 

formed, and when they learn to interact with nature and with other human beings. I don’t 

think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cessarily alters this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early upbringing, but longevity and increasing material wealth and mobility 

do indeed redefine the family unit. A sense of “filial piety” that incorporates a strong 

element of respect, for parents as well as for their offspring, contributes to the sustenance 

of the family as an on-going social group and inculcates the family tradition, be it a 

tradition associated with business or otherwise.

The reference here to the family tradition allows us to learn from history. For a 

thousand years, “filial piety” has been associated with a tradition of recording and 

constructing family history. Many families in China possess written family histories, 

consisting of family trees, biographies and historical documents that have passed down in 

the family. Many more families are aware of aspects of their history by word of mouth. 

You must not assume that family histories necessarily date from ancient times. Historians 

have now reconstructed the history of writing family histories in East Asia, and they know 

that while aristocrats had maintained histories from early times, commoners began to do so 

only within the last millennium. Knowledge of the family history in China was part of the 

scholar’s psyche. Family history provided the identity of the group to which the individual 

belonged. It set up standards to which the individual might aspire. Fortunate are those 

people who in this day and age live in the knowledge of their family history, not least, 

because as it is their history, they are empowered to change it through their action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ust not entice us as human beings to forget our heritage, and, 

indeed, its heritage. For families engaged in business, the family tradition is likely to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ir offspring’s education from an earl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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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두 가지 연관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과 좋은 삶을 어떻게 정의할 것

인가? 오늘 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볼 것이다. (1) 인간은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이 집합된 존재이다; (2)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행태 혹은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하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3) 인간의 행위는 문화

적 요소로 변환되어 그 결과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킨다; (4) 인간의 

본성과 욕구가 실현된 상태, 즉 복지(well-being) 상태가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상태이다; 

(5) 오늘 날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지식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6)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인간이 본성을 실현하도록 하고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복

지를 추구하여야 하는 동시에 최대한 역효과를 극복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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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확장 시대 인간의 복지(well-being)를 향하여

푸 여우더 (산동대학교)

오늘날 과학기술은 특히 인공지능 및 생물학 프로젝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을 이룩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
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삶과 과학기술 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이 질문
에 대한 답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과학기술이 어떠한 기능
을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본 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I. 인간은 인간본성이 지닌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먼저 인간의 정의를 살펴보자.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지식은 
편파적이다. 하지만 그 편파적인 지식을 한 데 모으면 전체 진실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는 본인이 인간의 진실을 얻기 위해 선택한 접근방식이다.

다양한 사상 체계에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다. 인간에 대한 이 개
념은 이성 또는 지성을 인간본성으로 간주하고 서양의 이성주의 전통을 확립한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 서양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차용하면 이 
이론은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성경은 신의 존재를 세상의 기원과 인류, 인간 삶의 규율을 
해석하기 위한 추정으로 간주한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추가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반면 비(非)신앙인들은 자연스레 초월체 또는 이상향을 받
아들인다. 다시 말해 믿음 또는 영성이 인간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부 신학자와 
심리학자는 믿음 또는 영성을 인간의 본질로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나는 믿거나 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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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다.

중국 및 서양 철학의 수많은 사상가들은 식욕과 성욕 및 기타 물질에 대한 욕구를 인
간본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들 입장에서 물욕과 신체적 욕구는 인간본성의 요소이다. 예를 
들어 맹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상가 고자는 식욕과 성욕이 인간본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나는 갈망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일반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지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사상가들도 적지 않다. 쇼펜하워와 니체
는 ‘의지’를 각각 인간본성과 세계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단, 여기서 ‘의지’는 ‘삶의 의
지’와 ‘권력 의지’로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이들 입장에서 모든 사물은 궁극적으로 인간
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나는 의도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해당한다.

상당수 사상가 또는 종교 설립자들은 동정, 연민 또는 자비를 인간본성으로 간주한다. 
인간본성은 공자에게는 ‘인(仁)’이고, 모세와 예수에게는 사랑이며, 붓다에게는 자비심이
다. 요약하자면 ‘나는 동정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예나 지금이나 잘 알려진 표현이다. 순자, 칼 마르크스
(Karl Marx), 뒤르켐(Durkheim) 등은 비록 저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모두 사회성을 인간
본성으로 간주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나는 어울린다 고로 존재한다’이다.

물론 그 외에도 인간본성을 의미하는 수많은 개념이 다양한 문화에 존재한다. 이들 모
두를 열거할 수도 없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각각의 개념은 인간본성의 한 특징 또는 
양상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합치면 분명 인간본성의 진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1+n=전체’가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 다시 말해 욕구, 의지, 사회성, 연민, 지성, 믿음 등 인간본성
이 지닌 양상 또는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본성의 포괄적인 이론이 나
오는데 이는 ‘인간은 인간본성이 지닌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것이 전인철학의 첫 번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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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간됨이란 인간본성을 충족하는 것이고 인간은 웰빙을 도모한다

인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전인철학의 첫 번째 원칙을 토대로 하여 
본인은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존재는 가치라고 믿는다. 인간은 만약 존재한다 하더라도 
신이나 천사와 같이 자신의 본성을 벗어난 존재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인간본성을 충족하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의 욕망과 의지, 지성, 연민, 
신앙 또는 영성을 드러내고 이들 인간의 구성요소가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하며 완전히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
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전인철학의 두 번째 원칙이다.

인간본성의 요소들이 충분히 성취되면 누구라도 곧 웰빙의 상태에 도달한다. 아리스토
텔레스와 그 외의 미덕 윤리 옹호자들이 말한 것처럼 산다는 것은 인간본성을 현실화하
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인간본성의 완전한 현실화, 즉 웰빙은 인간 삶의 목표이다. 
이것이 전인철학의 세 번째 원칙이다.

III. 문화는 인간본성과 욕구의 산물이며 반대로 인간본성과 욕구에 기여한다

인간본성은 반드시 발현되어야 한다. 한 사람에게서 인간본성이 발현된 것이 인간욕구
이며 매슬로(A. Maslow)는 이를 행동의 동기라고 규정했다. 매슬로에게 있어서 인간행동
의 동기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심리적 성향, 충동, 원동력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매슬로의 욕구이론을 (약간 수정하여) 피라미드 모델로 설명하려 한다. 이 피라
미드 모델은 생리학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심미적 욕구, 
지적/초월적 욕구로 구성된다. 피라미드 계층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들 욕구는 구
조화된 체계를 구성한다. 모든 사람은 모든 수준의 욕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욕구의 양
은 사람마다 다르다. 상당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욕구는 생리학적 욕구와 안
전의 욕구이며 그 외 일부 사람들에게는 존중의 욕구나 심미적 욕구, 지적 욕구 또는 이
들이 결합된 형태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인간욕구의 계층과 인간본성의 구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인간욕구의 계층이 인간
본성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그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생리학적 욕구는 인간의 
욕망인 안전에 부합하고, 소속 및 존중의 욕구는 사회성과 연민에 부합하는 한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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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는 인간의 지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초월적 욕구는 대체로 인간의 믿음 
또는 영성과 일치한다. 요컨대 인간욕구와 인간본성의 구조는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 전
인철학의 네 번째 원칙이다.

인간본성의 요소는 반드시 인간의 동기와 관련 행동을 통해 발현되어야 한다. 이 행동
의 결과는 문화가 된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인간본성의 소외의 산물이다. 여기서 문화라 
함은 물질적 산물, 삶의 규칙, 정치·사회체계 등의 모든 인위적 산물을 의미한다. 독일 
철학자 카시러(Cassirer)에 의하면 인간본성은 세계 속에서 기능하며, 인간성격의 형성에 
일조하는 신화, 문학, 미술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를 초래한다. 인간성격이 기존 문화로
부터 형성된다는 점에서 인간은 문화의 산물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인간은 문화
를 만들고 반대로 문화는 인간의 욕구에 부응한다. 이것이 전인철학의 다섯 번째 원칙이
다. 우리가 문화, 그리고 인간과 문화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인간과 문화 간
의 상호작용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는 반드시 인간본성 및 인간욕구의 변이와 일치해야 한다. 전자는 후자의 결과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욕구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 체계를 양상으로 
나누고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음식, 의복, 주거지 등에 관한 물질문화, 윤리
적 규범과 사회질서, 정치체계 등과 관련한 안전의 문화, 결혼과 가족, 공동체 국가 등을 
아우르는 애정/소속의 문화, 자기존중과 명성, 사회적 지위 등으로 드러나는 타인으로부
터의 존중 등 존중의 문화, 다양한 형태의 문학 및 예술과 같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문
화, 모든 유형의 과학기술, 주관적 경험, 인문학, 사회적 지식 등을 포함한 지성의 문화, 
종교적 및 비(非)종교적 믿음체계와 관행 등의 믿음의 문화를 갖고 있다. 문화의 계층은 
그에 상응하는 인간욕구 및 인간본성 구조로부터 기인한다. 이는 인간본성, 인간욕구 및 
인간문화 이론이 구조적으로 공통적임을 시사한다.

물론 문화를 분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중국 문화, 한국 문
화, 아시아 문화, 유럽 문화, 영국 문화, 독일 문화 등이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
대 문화, 중세 문화, 근대 문화, 포스트모던 문화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형의 문
화는 모두 인간욕구와 관련 있는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의 지리적·
역사적 유형은 외적인 표현인데 반해 문화적 유형은 내재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는 그 내
용물에 대해 알 수 있다. 바로 인간욕구와 인간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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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인간욕구를 반영하고 이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문화가 반영하는 인간욕구의 
범위가(또는 수준이) 넓을수록 해당 문화는 더욱 적절하고, 문화가 반영하는 인간욕구의 
정도가 더욱 클수록 해당 문화는 더욱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수
용하거나 드러내는 인간욕구의 폭이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선진문화이다. 나아가 
인간욕구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반영하는 문화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욕구를 대변하는 타 문화에 비해 더욱 발전되어 있다.

IV. 인간과 과학기술 간의 관계

과학기술이 문화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간의 지적 능력
과 인지적 욕구의 산물인 과학기술은 인간의 인지 욕구 및 기타 관련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한다. 원칙적으로, 만약 문화의 일부인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면 해당 문화는 인간욕구 충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이로운 문화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과학기술의 모든 
발전은 인간 지성의 실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인간에게 더 많
은 음식과 의복, 주거지 및 그 외 인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더 나은 생활조건과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와 오늘날 인간의 물질적·지적 생활이 크게 향상된 점을 고려하
면 우리는 과학기술의 위대한 성취에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이 지나치게 발전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본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인간 지성과 지력 및 지식의 발전에 관한 한 인간이 거둔 성공은 다소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습득한 물질세계의 지식 양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
며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영적세계 영역에서는 심지어 그보다도 적다. 이는 인간본성의 
요인인 지성의 완전한 실현,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인간욕구의 완전한 충족은 매우 요원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음식과 집, 
의약품을 살 형편이 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의 기
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기술 개발을 멈춰선 안 된다.

문화 또는 인간욕구의 다양한 수준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문화체계는 기형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는 분명 개인과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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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분야, 인간욕구, 인간 양상 간의 
균형은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유형의 문화가 좋은 것인지 아닌
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화의 폭과 깊이를 측정하고, 
다양한 문화적 양상 또는 문화체계의 균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기본 원칙을 사용하
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본인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 과학기술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한편으로 과학기술은 인간 지성을 발전시키고 인간복지에 엄청
난 혜택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해가 되었거나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사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는 과학기
술 그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 과학기술은 가치 측면에서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
적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건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과학기
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고 인격이 결핍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학발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적절하게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심미적,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인간욕구 충족을 위한 모든 귀중한 
문화적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을 완벽하게, 그리고 가능한 완전하게 성숙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다루고 과학기술의 오용을 피하는 유
일한 방법이다. 또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V.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인간본성이 지닌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존재는 가치이며 그
러므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본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욕구는 인간본성의 
변형이므로 인간본성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인간문화는 인간본
성 또는 인간욕구의 산물이며 반대로 인간본성과 인간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그러므로 
문화의 한 범주인 과학기술은 근본적으로 인간본성과 인간욕구 충족에 도움이 된다. 과
학기술의 발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으
로 우리의 인격을 충분히 성숙시킴으로써 과학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인간의 웰빙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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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Wellbeing：Human life in an Era of Great 

Expan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Youde Fu (Shandong University, China)

In present era,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tremendously developed, especially in the 

fiel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logical projects. Faced with the highly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how should we live? The core issue here is how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life and science and technology. To answer this question, we 

must, above all, make it clear what human life is and what science and technology 

function and then analyze if the expanded science and technology benefits human beings or 

not. 

I. Human being is a collection of the elements of human nature

 

Let us begin with the definition of human being. The story of “the Blind Men and 

Elephant” tells us that every person’s knowledge is partial. However, it clearly implies that 

we may obtain the truth as a whole by integrating the fragmented knowledge. I accept it 

as my approach to acquire the truth of human being.

Variety of definitions of human nature is available in various thought systems. 

In antique Greece, Aristotle says that “man is a rational animal”. This conception of 

humanity considerably impacted the following western philosophers who considered reason 

or intellect as human nature and formed a rationalistic tradition in the West. By borrowing 

Descartes’ proposition, I summarize the theory as “I (rationally) think, therefore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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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Jewish-Christian tradition, the Bible takes the existence of God as a presupposition 

by which to interprets the origin of the world, human race and the guiding rules of human 

life. For the religious people, the belief in the existence of God is self-evident without 

need to give further demonstration. For the non-religious persons, they naturally accept the 

transcendent entities or utopia. That is to say, belief or spirituality is inherent in human 

nature. Some theologians and psychologists take belief or spirituality as the essence of 

humanity. As it says, “I believe or spiritualize, therefore I am.” 

In the history of Chinese and western philosophies, we may found a numerous thinkers 

who claimed desire for food and sexuality and other materials as human nature. For them, 

the materials and bodily desires are factors of human nature. For instance, Gaozi, one of 

Mencius’ contemporary, said that food and sexuality is human nature. This type of thought 

may be generalized as “I desire, therefore I am.”

Also there are multiple thinkers who advocate that will is essence of human beings. 

Schopenhauer and Nietzsche respectively put forward “will” as human nature as well as the 

essence of the world, though “will” is separately expressed as “will to live” and “will to 

power”. For them all things are ultimately representations of human will. So I use “I will, 

therefore I am” to represent this notion.

Quite a few of thinkers or religion founders regard sympathy, compassion or mercy as 

human nature. For Confucius, human nature is “ren” or “human heartedness”; for Moses 

and Jesus it is love; for Gautama it is heart of mercy. To sum up, “I sympathize, therefore 

I am”.

“Man is a social animal” is also a popular expression in history and present days. Sociality 

is taken to be human nature by Xunzi (sociality or grouping), Karl Marx, Durkheim, and 

others, though their expressions are different. To express it in s shortened form, “I 

socialize, and therefore I am.”

Of course there are many other notions of human nature in various cultures. I am not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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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d have no need to enumerate all of them. I believe that each of them reflects a 

profile or aspect of human nature. Therefore, if we put them together, we would surely 

obtain the truth of human nature. To express it in a formula, 1+n=whole. Now our task is 

to assemble them, namely to integrate the aspects or elements of human nature such as 

desire, will, sociality, compassion, intellect, belief and others. As a result, we have a 

comprehensive theory of human nature which may be expressed as follows: human being is 

a collection of elements of human nature. This is the first principle of whole-person 

philosophy.

II. To be Human is to fulfill human nature and humans aim to well-being

What should a person become? Based on the first principle of the whole person philosophy 

mentioned above, I believe that regarding human life, being is value. A person cannot and 

should not become something outside his nature like a god or an angle even if they exist. 

It means that a person lives life in order to fulfill his human nature, that is, to exhibit his 

desire, will, intellect, compassion, faith or spirituality and let those human components 

freely develop and fulfill themselves in the direction of full actualization. A person ought 

to become what he or she is. This is the second principle of the whole-person philosophy. 

As soon as one’s factors of human nature have fully accomplished, one reaches the state of 

wellbeing. As Aristotle and other virtue ethics upholders indicate, to live is and ought to 

actualize human nature. And the full actualization of human nature, that is, well-being, is 

the goal of human life. This is the third principle of the whole perso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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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ulture is product of human nature and needs and it serves them in return

Human nature must manifest itself. The sprout of human nature in a person is human needs, 

which is defined by A. Maslow as motivation of actions. In Maslow, human motivations 

refer to psychological inclination, impulse, driving or drawing force which exist on the 

biological basis in a human person. I will illustrate Maslow’s theory of needs (I revised it a 

little) by pyramid-like model: physiological need, safety need, love need and belonging need, 

esteem, aesthetic need, intellectual need and transcendent need. From the lower to higher, 

those hierarchy of needs form a structural system. Everyone has all levels of the needs. 

However, the quantity of them varies in different individuals. For many common people, 

physiological and safety needs are dominant and for some other humans, other need like 

esteem, or aesthetic, or intellectual or several of them together, are of primary significance. 

The hierarchy of human needs and the structure of human nature must be coherent because 

the former is based on and corresponding to the latter. Largely speaking, physiologic needs 

are in accordance with human desire, safety; and belongings and esteem are with sociality 

and compassion; meanwhile intellectual need is consistent with human intellect, and finally, 

transcendent needs are in the main agreeable with human belief or spirituality. In short, the 

structures of human needs and human nature are isomorphic. This is the forth principle of 

the whole person philosophy.

Elements of human nature must manifest themselves though human motivations and the 

related actions. The results of actions turn into culture. In other words, culture is the 

product of the alienation of human nature. By culture I mean all artificial products such as 

material products, rules of life,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etc. According to German 

philosopher Cassirer, human nature works on the world and results in different modes of 

cultures like myth, literature, arts, etc. which in turn help to mould human personality. In 

the sense that personality is resulted from the existing culture, we may acknowledge that 

human being is the product of culture. In a word, humans create cultures and in turn 

cultures serve the needs human beings. This is the fifth principle of the whole person 

philosophy. It seem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culture is the key for u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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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and interpret culture and its relations with man.

Culture must also be consistent with human nature and its variation of human needs 

because the former is the result of the latter. Therefore we can divide a cultural system 

into aspects and classify them according to the levels of human needs. Thus we have 

material culture about food, clothing, shelters, etc.; the culture of safety concerning ethical 

rules, social order, political systems, etc.; the culture of belonging and love covering 

marriage, family, community, state, etc.; the culture of esteem including self-respect and 

respect by others which is shown by fame and social status, etc.; the culture of 

appreciating beauty such as various forms of literature and art.; the culture of intellect 

including all modes of science and technology, subjective experience, humanities and social 

knowledge, etc.; the culture of faith like religious and non-religious belief system and 

practice. The hierarchy of culture is derived from the corresponding structures of human 

needs and human nature. It implies that the theories of human nature, human needs and 

human cultures are common in structure.

Of course, we have different ways to classify cultures. For example, geographically, we 

have Chinese culture, Korean culture, Asian culture, European culture, English culture, 

German culture, etc.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we have ancient culture, medieval 

culture, modern culture, post-modern culture, etc. However, all of these patterns of culture 

contain the things related to human needs. In other words,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patterns of culture are extrinsic expressions whereas the cultural modes are intrinsic 

phraseology which we can know their contents—human needs and human nature.

Now that cultures reflect human needs and satisfy them, it is logical to say that the wider 

a culture reflects human needs in range ( or in levels), the more adequate a culture is; and 

the fuller a culture reflects human needs in degree, the more advantageous the culture is. 

Generally speaking, the more a culture embraces or manifests human needs in width and 

degree, the more advanced the culture is; and vice versa. Further, because human needs are 

in a hierarchy of levels, the cultures which reflect higher levels of needs are more 

advanced than others which represent lower layers of huma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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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he rela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science-technology

There is no doubt that science and technology belong to the category of culture. As the 

product of human faculty of intellect and the cognitive need, science and technology 

functions to meet human needs of cognition and other related needs as well as to actualize 

human intellect. In principle, if science and technology as a cultural branch has developed 

in a great degree, the culture must play a positive role in meeting human needs and 

therefore can be regarded as an advantageous culture. In reality, whether in history or in 

present day, every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not only shows realization of 

human intellect but also create plenty of productivity which provide humans with more and 

more food, clothing, shelters, better and better other living conditions and facilities for our 

safety and health; etc. Considering the great improvement of our material and intellectual 

life in history and nowadays, we have to be heartily in debt to the great achievem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Now we may ask whether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excessively developed. My 

answer is negative. In so far as the development of human intellect, knowing ability and 

knowledge, the success we have made is rather limited. Up to now, the quantity of 

knowledge of the material world we have acquired is less than 5% of the totality and even 

less in the domains of spiritual world of consciousness and non-consciousness. It implies 

that it is very far from the full actualization of intellect as a factor of human nature and 

full satisfaction of our need of knowledge. Therefore we need to continue in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to improve our living condition and especially, to meet the basic 

needs of the needy people who cannot afford to buy food, house and medicine and have 

no guarantee of basic human life. 

No doubt that there is issue to keep balance among the levels of culture or the human 

needs, because a cultural system without the equilibrium would become a malformation 

which will certainly do harm to individual and social well-being. So equilibrium, that is, 

between different cultural branches, human needs and human aspects, must be regarded as a 

basic principle which may be taken as a criterion to measure if a mode of culture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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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ot. However, as a matter of fact, I realize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use it to 

measure the width and degree of a culture and judge whether the variety of cultural aspects 

or a cultural system is in balance. 

Now what can we do in this situation? We know that science and technology is a 

double-edged sword. On the one hand, it has developed human intellect and produced 

tremendously goods to human welfare. On the other, it has done harm to humanity or is a 

potential threat to us. In fact, whether it plays a positive or negative part in our life does 

not depend on science and technology itself, which is neutral in value, but entirely depend 

on the persons who utilize it. I believe that only the persons with sound personality would 

properly use it and the persons with a deficient personality cannot properly make use of it. 

Therefore what we can do is not to harness scientific development but to, as adequately as 

we can, develop our bodily, mental, intellectual, aesthetic, and spiritual faculties and take 

advantage of all valuable cultural elements to meet our needs in order to perfect our 

personality and make it as complete as possible. This is the only way to rightly deal with 

the highly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avert misuse of it. It is also the right 

way for us to walk on the way toward individual and social well-being. 

V. Conclusion

To conclude, human being is a collection of elements of human nature. Being is value and 

therefore to live human life is to actualize human nature. Since human needs are variations 

of human nature, therefore, to actualize human nature is to satisfy human needs. Human 

culture is the product of human nature or needs and in return aim to fulfill them. Thus 

Science and technology, as a branch of culture, is fundamentally helpful to fulfill human 

nature and needs. Facing the expanded science-technology, what we can do is, first of all, 

to develop science and technology and secondly, to fully perfect our personality in order to 

wisely use it and guarantee its service for human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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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족쇄 풀린 과학기술의 팽창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유교 가치관

발표내용

I. 과학기술 팽창의 본질

1. 과학기술의 본질: 도구로서의 이성 

칼을 은유적으로 빗대어 보자. 칼은 무엇인가? 칼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칼은 야

채를 써는 도구일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일까? 이 결정은 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

는 사람이 한다. 어떤 경우에든 칼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위 “가치의 이성적 판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히 도구일 뿐이다. 이성과 과학기술의 가치는 도구로서 가치를 가질 뿐이다. 도구의 가치는 항

상 인류의 가치로 결정된다. 

2. 과학기술 팽창의 본질: 가치 본질의 전도 

“가치 본질의 전도”란 도구로서의 이성이 목적으로 자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발전이 

정치적인 목적이자 지향점이 되었다는 것이 가치 본질의 전도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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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II. 유교 가치의 정수 

1. 유교 이론의 정수: 사회 규범의 발전 원리 

2. 유교 가치관의 정수: 윤리 규범의 구축 

III. 과학기술의 팽창을 조절하는 요소로서의 유교 가치관

 핵심적 유교 가치관은 인의예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예 (禮): 과학기술의 윤리 규범

2. 의(義): 과학기술 윤리 규범의 정당한 원칙 

3. 지(智): 과학기술 판단 직관 또는 정의감, 유교의 “지혜”는 도구로서의 이성이 아니라 과학

기술의 판단 직관 또는 정의감이다. 

4. 인 (仁): 과학기술 정의의 원천으로써의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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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Essence of Science-Technology Expansion

1. The Essence of Science-Technology: The Rationality as a Instrument

The knife as a metaphor: What is knife? What is the value of knife? Is it a tool for 

cutting vegetables or for killing people? This is not determined by the knife itself, but 

by the person who uses it. In any case, a knife is only a tool. 

In this sense, there is no so-called “value rationality”. Rationality is nothing but 

instrument. The value of rationality and science-technology is only the value of 

instrument. The values of instrument is always determined by the values of humanity. 

2. The Essence of Science-Technology Expansion: The Overstep of Value Nature

So-called “the overstep of value nature” means that the rationality as a instrument 

poses as the purpose. Its manifestation is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technology 

has become the end, and even the goal of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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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I. The Essence of Confucian Values

1. The Essence of Confucian theory: The Constructive Axioms of Social Norms

2. The Essence of Confucian Values: The Construction of Ethical Norms

III. Confucian Values as The Restrictions on the Expansion of Science-Technology

The core values of Confucianism are nothing but benevolence, justice, rite and wisdom. 

1. The Rite (禮): The Ethical Norms for Science-Technology

2. The Justice (義): The Righteous Principles for the Ethical Norms of Science- 

Technology

3. The Wisdom (智): The Conscience Intuition of Science-Technology or the Sense of 

Justice Confucianism’s “wisdom” is not the rationality as a instrument, but the 

conscience intuition or the sense of justice. 

4. Benevolence (仁): The Emotion as the Source of the Justice of Science-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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