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나눔과 소통, 어울림의 

동양사회사상적 성찰과 대응

: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일시  2016년 5월 28일(토) 오전 9시~ 16시

장소  안동 청소년수련관 정서함양장(1층)

“본 자료집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병신년을 알리는 시작이 엊그제 같은 데 어느새 신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완연

한 초여름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에서 반갑게 인사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

직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되는 인문가치포럼에 저희 동양사회사상학회도 이렇게 함

께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동양사회사상학회에서는 이번 

인문가치포럼에서 “나눔과 소통, 어울림의 동양사회사상적 성찰과 대응-사회학

적 분석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학문적 논의와 열띤 토론을 통한 통섭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에 함께 자리해 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원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여

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깊어가는 불안과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한국사회의 희망과 대안적 모색을 시도

하는 논의는 바야흐로 성찰적 지성과 더불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접목을 통한 

보다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적 논의와 모색을 위해 참여하신 이 자리가 여러 선생님들의 열띤 

토론과 더불어 진정한 지식의 향연의 장을 함께 열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의 건승과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丙申년 孟夏에

동양사회사상학회 회장

정학섭 拜上



【일   정】

나눔과 소통, 어울림의 동양사회사상적 성찰과 대응 :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등  록    (9:00 ~ 10:30)

세  션 1  (09:00 ~ 10:30) 좌장 우실하 한국항공대

제    목 발표 토  론 소 속

1 친밀성의 나눔과 일치: 퇴계사상을 중심으로
발표 정학섭 전북대

토론 김미경 광주대

2 퇴계의 삶과 배려
발표 이현지 계명대

토론 이민정 고려대

3 ‘채 나눔’건축에 나타난 소통과 어울림
발표 문정필 동명대

토론 방택훈 영산대

4
승가공동체의 나눔과 어울림문화

: 공유경제와 공화주의 공동체를 위한 함의

발표 박수호 덕성여대

토론 유승무 중앙승가대

세  션 2 (10:30 ~ 12:00) 좌장 유승무 중앙승가대

제    목 발표자 토론자 소 속

5 어울림에 대한 비판존재론적 소고
발표 최우영 전북대

토론 진희권 경기대

6
‘승자독식 시대’의 나눔을 위한 동양 정치사상의 

재발견

발표 오세근 동신대

토론 김보경 계명대

7
관계지향적 삶의 실천으로서 관계에서의 나눔과 

어울림

발표 이명호 한양대

토론 이향숙 동부산대

8 나눔과 울림이 있는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표 권상우 계명대

토론 이재룡 충북대

세  션 3 (13:00 ~      ) 좌장 김기명 동부산대

제    목 발표자 토론자 소 속

9 소통의 숨은 공간: 옥과 미술관의 사례
발표 최준호 광주대

토론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

10
한국의 종교와 어울림: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발표 정승안 동명대

토론 백정웅 관음미소



차  례

 1. 친밀성의 나눔과 일치 : 퇴계사상을 중심으로 ····················정 학 섭 (전북대) ········ 7

 2. 퇴계의 삶과 배려 ··································································이 현 지 (계명대) ······ 29

 3. ‘채 나눔’건축에 나타난 소통과 어울림 ································문 정 필 (동명대) ······ 45

 4. 승가공동체의 나눔과 어울림문화 : 공유경제와 공화주의 공동체를 위한 함의

······················································································· 박 수 호 (덕성여대) ······ 61

 5. ‘어울림’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 소고 ···································최 우 영 (전북대) ······ 69

 6. ‘승자독식 시대’의 나눔을 위한 동양 정치사상의 재발견 ···오 세 근 (동신대) ······ 79

 7. 관계지향적 삶의 실천으로서 관계에서의 나눔과 어울림 ····이 명 호 (한양대) ······ 95

 8. 나눔과 울림이 있는 경제와 사회적 기업 ·····························권 상 우 (계명대) ···· 101

 9. 소통의 숨은 공간: 옥과 미술관의 사례 ······························최 준 호 (광주대) ···· 131

10. 한국의 종교와 어울림 :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정 승 안 (동명대) ···· 151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나눔과 소통, 어울림 ]

친밀성의 나눔과 일치 : 

퇴계사상을 중심으로

발표 : 정 학 섭 (전북대)

토론 : 김 미 경 (광주대)





친밀성의 나눔과 일치: 퇴계사상을 중심으로 : 정학섭 _ 9 

친밀성의 나눔과 일치: 퇴계사상을 중심으로1)

정  학  섭

(전북대, 사회학)

1. 구조변동과 친밀성의 위기

최근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까운 이들 관계의 친 성은 어떠한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을 학 하거나 죽이고2),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을 학 하거나 버리기도 하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던 이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헤어지는 위험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친 한 관계에서 친 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파산破産하는, ‘친 성의 위기’ 시 를 건너고 

있는 것이다(정학섭, 2015: 2-6; 최석만/정학섭외, 2016: 127-131). 

시간과 공간의 재조직화는 탈피기제(disembedding mechanism)와 더불어 근 성이 지

닌 과거의 제도적 특징들을 변혁시키고 전 지구화(giobalization)한다(기든스, 2010: 40). 

일상적 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속성 또한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데, 부부 가족 사이 친 성

의 성격이 크게 바뀌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기든스가 ‘친 성의 변모’라고 지칭할 

때의 친 성은 그 내부에 고유의 성찰성과 내부준거적 질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정학

섭, 2015a: 6). 

후기 근 적 상황 내지 조건에서 부부 가족의 친 성은 ‘실존적 고립(existential 

isolation)’상태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여기서 실존적 고립이란 타인들로부터 개인이 분리

돼있다기 보다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실존적 삶을 위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자원들로

부터 고립돼있다는 의미이다(기든스, 2010: 48). 이 글에서는 근 성의 전개과정에서 나

타나는 부부 가족 관계 친 성의 위기 문제들을 유가사상의 관점에서 성찰해보려 한다. 

  

사람 사이의 ‘만남’이란 무엇인가? 만남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완강하게 고수하려

1)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동양사회사상학회 공동학술대회(2016.4.29.)에서 발표한 원고를 다소 수정 보완
한 미완의 글이다.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9209건이며, 이 가운데 1만1709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았다. 2000년 신고건수는 1678건에 불과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양부모.계부
모 포함)가 80%에 달했다(동아일보, 2016.3.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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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착 내지 아집은 진정한 애착(attachment)이 아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타자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 내지 희생하는 것이 애착적 만남의 주체성 확립이라 할 수 있

다(김상봉, 2014: 288-290). 독일 관념론의 지적 전통에서 논의하는 만남의 자기부정성

은 단순한 자기동일성의 부정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장하는 

상호 주체성의 형성을 이루려는 것이다.

만남의 내면적 깊이는 타자를 위한 자기 희생의 깊이이다. 자아와 타자의 애착적 만남

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 만큼 이기적 자아를 극복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 그러한 만남의 

내재적 온전함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실체적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이기적 욕망 내지 욕구를 타자와의 상생을 위해 버린다는 것을 함의한다. 타자

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감정이입(empathy)하여 그와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공유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유가사상의 경우, 극기복례克己復禮의 지향이며 충서忠恕에 기초한 ‘기소

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勿施於人’의 태도와 측은지심惻隱之心의 가치지향인 것이다.   

만남과 관계 형성의 온전함은 그 내면적 깊이에서 타자를 위한 자기상실의 깊이와 진정

성에 존립한다. 타자를 향한 공감과 배려는 논리적이라기 보다 무의식적 마음의 지향이다. 

‘차마 어떻게.....‘라는 측은지심惻隱之心, ’타자의 마음을 나 자신이 깊이 헤아리는‘ 불인

지심不忍之心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타자의 정당성을 이해(understanding)

하는 공감을 통해 자아의 부당성을 자각하는 기든스의 ’성찰적 기획(reflexive planning)‘ 

과정이기도 하다. 

만남과 관계 형성의 공정성, 평등성, 그리고 민주성 확보 또한 자기 아집의 절제 내지 

통제(control and discipline)와 타자를 위한 섬김 내지 공경으로부터 비롯된다. 주역적 

관점에서 우리 존재는 음양陰陽 적對待的 관계의 실존이다. 서로 마주보며 기다리는 

적 관계와 변화의 성질 여기에 관계의 민주성, 공정성과 평등성의 본질이 배태胚胎되

어 있다.

주역周易에서는 도道를 설명하면서 빛과 어둠이라는 상반된 성질을 동원하고 있다. “한 

번 어두웠다가 한 번 밝아지는 것을 도라고 한다(一陰一陽之道).”는 주장이다. 여기 어둠

과 밝음이 바로 음양인데, 단순히 어둡고 밝다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서로 상반된 것들

을 표해서 지칭하는 일종의 기호記號이자 상징象徵이다.3)

도道는 서로 상반되는 성질이 하나로 통합되는 근원根源 혹은 토 로서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이창일, 2011: 139-140). 빛과 어둠은 한 자리에 놓일 수 없는 두 상태이다. 그

런데 빛은 어둠이 있어야 하고 어둠은 빛이 존재해야 그 존재됨이 성립할 수 있다. 양자

3) 이 부분부터 다음 쪽 길흉회인吉凶悔吝 논의 부분까지는 정학섭(2015a: 7-9)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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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자리에 놓이는 통합성의 근거는 바로 순수지속의 그 시간이다. 시간이란 변화

(change)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시간 속에서 빛은 어둠으로 변하고 어둠은 

빛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리하르트 빌헬름도 『주역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 자리에 놓일 수 없는 두 상태가 시간 속에서 서로 함께할 때는, 시간 속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즉 앞선 것이 뒤의 것으로 바뀜으로써, 그 둘이 한 자리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본질상 이것이 주역의 생각이다.”4)

이렇게 빛과 어둠은 시간의 변화 과정에서 상호작용한다. 어둠의 끝에서 빛이 생성生成

되고, 그 빛의 부정否定에서 어둠이 또한 새롭게 생성되는 이 변증辨證의 과정은 변화 그 

자체가 원동력이다. 말하자면 빛과 어둠의 생성 소멸은 변화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 세상 

만물과 현상은 변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변화(易)가 바로 이러한 빛과 어둠을 빚어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빛과 어둠이 스스로 변화하는 그 자체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며, 변

화를 일으키는 것 또한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사의 여성과 남성 관계도 이와 유사하다. 여성은 하나의 기호 내지 상징으로서의 

어둠(陰)이며, 남성은 빛(陽)이라 볼 수 있다. 하나의 통합성으로서의 인간 본성이 이렇게 

음양의 여성과 남성으로 분화된 것이다. 주자朱子의 역유태극易有太極, 주렴계周濂溪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소강절邵康節의 도위태극道爲太極 내지 심위태극心爲太極에서 태

극이 갈라질 때 하나의 기奇와 하나의 우偶가 생성된다. 한 획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두 

가지이니 이것이 바로 음양의 양의兩儀인 것이다.

주렴계의 “태극이 동動해 양陽을 생生하고 동이 極하면 정靜하니 정靜에서 음陰을 생

하고 정이 극해지면 다시 동해 한 번 동하고 한 번 고요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을 나눔에 양의兩儀가 성립된다.”는 것과 소강절의 “하나가 나뉘어 둘이 된다(一分爲

二).”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5)

음양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관계는 본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통합성을 지니고 있다. 

이 양자 사이의 친 성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주역에서 역이 제시하는 도道는 

심 하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핵심은 허물이 없는 상태, 즉 무구无咎라는 주장이 나온다. 

‘허물없음’이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과실. 결함. 부적절 등과 같은 잘못이 없다는 의

4) 이창일(2011: 139)에서 재인용.
5) 『易學啓蒙』, 周子所謂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兩儀

立  焉. 邵子所謂一分爲二者. 皆謂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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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나타낸다. 부부 사이 친 성의 온전한 확보는 이같은 무구 상태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역에서의 허물은 음양론적 측면에서 ‘과유불급過猶不及’으로 변해 볼 수도 있다(최

정준, 2014: 6). 양적으로 지나치거나 음적으로 모자라도 허물이라고 보면, 괘효卦爻 상

에서 시위적時位的 개념의 중정中正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

정을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으면서 치우침이 없이 곧고 올바름’으로 이해한다면 음양 관

계가 이러한 중정 상태를 유지해야 허물이 없는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후기 근 사회의 부부 가족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갖가지 허물이 없을 수는 거의 불가능

하다. 오히려 갖가지 허물에 노출되어 친 성의 위기, 파탄과 같은 위험 조건에 처해 있

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 친 성의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주역에서 시사하는 바처럼 그 관계 윤리에서 길흉회인吉凶悔吝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수 없다. 양자 관계에서 허물이 없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길吉이라면 허물이 축적하여 나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흉凶이라 할 수 있다. 허물

에 해 진심으로 반성하여 반구저기反求諸己의 자세로 ‘지과필개知過必改’6)하는 것이 회

悔라 한다면, 자기 자신의 허물을 제 로 인정하여 성찰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는 데에 

인색吝嗇한 태도를 인吝이라 할 수 있다.   

부부 가족관계에서 흉凶하지 않고 길吉한 친 성이란 무엇일까? 유가사상적 관점에서 

그것은 ‘충서적忠恕的 섬김친 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소 상투적이고 규범적 표현이기는 

해도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란 결국, 온갖 꼴로 드러나는 어루만짐이다. 그것은 

위로이고, 배려이고, 무엇보다도 열정”(고종석, 2012: 책머리에)이기도 한 것이라면, 충서

적 친 성이란 흔들림없는 충심忠心으로 서로 사랑의 의리義理를 굳게 지키고 끝까지 배

려하며 섬기는 물아일체적物我一體的 천리天理로의 지향이다. 바로 ‘상경여빈相敬如賓-

서로 귀한 손님을 하듯 조심操心스럽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의 공경과 섬김의 친

성이다.

주역周易 계사하전繫辭下傳 5장에 손괘損卦 육삼효六三爻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천지의 기운이 얽히고 설킴에 만물이 화하여 엉키고, 남녀가 정을 맺음에 만물이 

화생化生한다. 역易에 이르기를 ‘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을 덜고, 한 사람이 가면 

그 벗을 얻는다’ 하 으니, 하나에 그 지극히 함을 말한 것이다.”7)

6) 『千字文』에 나오는 구절로서, 허물이 있거든 알아차리고 알아차렸거든 반드시 고치라는 의미이다.
7)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易曰 三人行則損一人 一人行則得其友 言致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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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에 한 주석 본의本義에는, 인온絪縕을 사귀기를 친 하게 하는 모양(교 지상

交密之狀)이라고 해석한다. 순醇은 후厚하여 엉김을 일컫고 기화氣化를 의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구절은 하나만 가지고는 생산 자체가 불가한 세상사를 풀이하고 있다. 남

녀의 경우에도 상호 주체적으로 상 하면서 끈질기에 기다리는 對待의 태도와 타자와

의 만남에 있어서 오롯한 전일全一의 정신8)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관계와 만남의 순

수하고 온전한 성향, 바로 그 순전성純全性일 것이다.

2. 상경여빈의 나눔 친밀성을 통한 일치의 도모

자신을 낮추고 타자를 높이는 ‘섬김-공경’의 유가사상은 경사상敬思想에서 연유한다. 

경敬이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선진유학先秦儒學에서 공자에 이르러 인간의 도덕성이 

하늘(天)로부터 인간에게로 내면화된다. 또한 개인적 차원으로 현실화함에 따라 수양의 필

요성이 확 되어 일반화된다. 수양론의 중차 함이 군주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차원

까지 보편화되는 것이다. 

공자는 제자 번지樊遲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란 물음에, “평소 생활은 공손하고 일

처리는 경건하며 인간관계는 충직함을 말한다.”9)고 답한다. 이에 해 주자朱子는, “공손

은 용모가 위주이고 경건은 일이 위주이다. 공손은 외면으로 드러나고, 경건은 내면의 중

심이 된다.”10)고 집주한다. 정자程子는 “이것은 위아래, 형이상과 형이하를 관통하는 말

이다. 성인은 애당초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자신을 충실히 하면 얼굴이 빛나고 

온 몸에 배이며, 확충하여 통달하면 돈독한 공경함으로 천하가 태평해진다.”11)고 해석한

다.

공자는 논어 헌문憲問편에서 인격자의 원형으로 진덕수양進德修養하는 사람을 제시하

고 있다. 경敬으로써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 즉 수기이경修己以敬을 인격수양의 전범

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45장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살펴보자.

“자로가 군자에 해 물으니 공자께서 ‘경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라고 하셨다. 

8) 『周易』 계사하전 7장의 항으로써 덕을 한결같이 하는 ‘항이일덕恒以一德’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순수
하게 하고 사람됨을 순수하며 전일全一되게 하려는 정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9) 『論語』 자로편 19장.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10) 『論語』 자로편 19장 주자집주. 恭 主容. 敬 主事. 恭見於外 敬主乎中. 之夷狄不可棄 勉其固守而勿

失也. 
11) 『論語』 자로편 19장 주자집주. 程子曰 此是徹上徹下語 聖人初無二語也. 充之則睟面盎背 推而達之 

則篤恭而天下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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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가 ‘그렇게만 하면 다 됩니까?”라고 묻자, ’자기 자신을 닦아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

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다시 ’그렇게만 하면 다 됩니까?‘라고 되묻자, ’자기 자신을 닦

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요.순

임금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다.‘고 답하셨다.“12)

위 구절에 해 주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경으로써 자기 자신을 닦는다’는 공자의 말씀은 지극하고 완벽하다. 그러나 자로

子路는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다시 내면의 경敬이 충만하면 자연히 인간과 만

물에 미친다는 논리로 깨우쳐주었다. 다른 도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

에 한 말이고, 백성은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그 일은 ‘요.순임금도 오히려 부족하

게 여기셨다’함은, 그 일을 능가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자로를 억제시켜서, 돌이켜 

비근한 데서 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인의 마음은 한이 없는지라, 세상이 아무리 

잘 다스려진들 온 세상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한 사람도 없

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순임금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겼다. 만약 나의 정치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성인일 수 없다. 

정이천程伊川은, ‘군자는 수신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니, 공경을 돈독히 하여 천

하가 태평해진다. 오직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한결같이 공경하면, 천지는 저절로 자리

잡고 만물은 저절로 생육되어 모든 기운이 화합하니, 네 가지 靈이 모두 이른다. 

경敬은 신뢰 체현과 순리 통달(體信達順)의 도이니, 총명예지聰明睿知가 경으로부터 

나온다. 경으로써 하늘을 섬기고 하느님을 제사한다.’고 해석한다.“13) 

여기서 ‘오직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한결같이 공경하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동시키고 분발시키는 것(주자어류: 박성규역주, 2012: 600)이다. 네 가지 

이란 신성한 동물로서 기린 봉황 거북과 용을 지칭한다. ‘신뢰의 체현(체신體信)‘은 충

忠, ‘순리의 통달(달순達順)‘은 서恕이다. 

주자의 또다른 해석에 의하면, 체신은 털끝만한 거짓도 없는 것이요, 달순은 모든 표출

이 절도에 맞아 어느 한 사람도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체신은 

12) 『論語』 憲問편 45장.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13) 『論語』 憲問편 45장에 대한 주자집주. 脩己以敬 夫子之言至於盡矣. 而子路少之 故再以其充積之盛 
自然及物者告之 無他道也. 人者對己而言 百姓則盡乎人矣. 堯舜猶病 言不可以有加於此 以抑子路 使
反求諸近也. 蓋聖人之心無窮 世雖極治 然豈能必知四海之內 果無一物不得其所哉. 故堯舜猶以安百姓
爲病. 若曰吾治已足 則非所以爲聖人矣. ○程子曰 君子脩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唯上下一於恭敬 
則天地自位 萬物自育 氣無不和 而四靈畢至矣. 此體信達順之道 聰明睿知 皆由是出 以此事天饗帝.



친밀성의 나눔과 일치: 퇴계사상을 중심으로 : 정학섭 _ 15 

진실하게 도를 자기 스스로의 몸에 체현함을 말하고, 달순은 모든 표출이 절도에 맞아 천

하에 적용할 때 소통하지 못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信은 실리實理, 순順은 

화기和氣이다. 체신은 중中에 도달함, 달순은 화和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체신달순‘은 결

국 치중화致中和의 뜻으로서 ’충忠을 받들어 서恕를 행함(주충행서主忠行恕)‘인 것이다(박

성규역주, 2012: 600).

‘치중화致中和’와 관련하여 『中庸』 저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주목해 보자.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도道라 하며, 이를 

닦아 나가는 것을 교敎라 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안된다.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어두운 곳보다 더 잘 드러나 밝혀지는 곳은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 보

이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가 홀로 있을 때를 조심한다. 

희로애락喜怒哀樂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 하며, 드러나서 모두 절도

에 맞은 것을 화和라고 한다. 중中이라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요, 화和라는 것은 천하

의 어느 곳에서도 행해지는 도이다. 중화中和에 이르면 천지가 제 자리를 잡고 만물

이 생성된다.“14)

퇴계 또한 ‘공경의 섬김에 바탕을 둔 사랑’을 환기하며, 부부 가족 사이의 경우에도 ‘서

로 공경하기를 손님 하듯이 조심스럽게’ 상호작용하는, 즉 상경여빈相敬如賓의 섬김친

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경여빈相敬如賓의 고사故事15)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

랑의 법도法度는 ‘문을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손님을 하듯 하고, 일에 임해서는 제

사를 받들 듯이 하는 것(출문여빈出門如賓 승사여제承事如祭)‘과 같다는 인식이다. 

‘공경의 섬김에 바탕을 둔 사랑’의 중요성은 퇴계의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갓 혼

인한 손자 안도安道에게 보낸 글을 보자.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므로 아무리 친 하다 하더라도 역시 서로 

방정하게 행동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사이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의와 공경심을 

잃고서 그저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얕보고 업신여겨 못하는 짓이 없는

14) 『中庸』 제1장.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
子戒慎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莫見乎隱，莫顯乎微，故君子慎其獨也。喜怒哀樂之未發，謂之
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致中和，天地位焉，萬物
育焉。

15) 『春秋左氏傳』「僖公 下」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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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집안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려면 마땅히 부부 사이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천만번 경

계하여라.”16) 

부부관계의 친 성과 윤리적 태도는 이처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서로가 서로를 공

경하며 실질적으로 애착愛着을 지향하는 것이다. 아주 친 한 관계에서 ‘상경여빈의 섬김

친 성’을 견지해햐 한다는 퇴계의 권면은 선진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공가 제자 

중궁仲弓으로부터 ‘사랑(仁)’에 해 질문을 받고 마치 동문서답하듯, “문을 나서서 사람

들을 만날 때에는 마치 큰 손님을 하듯 정중히 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 듯 경건해야 한다.”17)고 답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禮記』

의 저자가 “친 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도 사랑해야 한다.”18)고 권유한 말

도 이를 뒷받침한다.

3. 충서적 친밀성의 확장과 나눔의 공유

이렇게 볼 때, 유가사상의 경敬은 결국 충서사상忠恕思想으로 귀결된다. 충서란 무엇인

가?주자는 이에 해,

“자기 마음을 지극히 다하는 것이 충忠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 잣 로써 타자를 

하는 것이 서恕이다. 공자의 한 가지 이理가 혼연하여 널리 응하고 곡진하게 마땅

함은, 비유하건  천지가 지성무식至誠無息하여 만물이 각기 제나름 로의 역할을 

다하는 것과 같다. ...지성무식이란 도道의 본체이니 만수가 일본인 것이요, 만물이 

각기 제나름 로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도의 용用이니, 일본一本이 만수萬殊가 되

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이관지의 실제를 볼 수 있다. 혹자가 말하기를 

‘중심中心이 충이 되고 여심如心이 서가 된다’고 한 것도 뜻이 통한다.”19) 

16) 『退溪全書』 권2 與安道孫. 311-312쪽
17) 『論語』 「顔淵」편 2장,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18) 『禮記』「曲禮 上」, 狎而敬之 畏而愛之.
19) 『論語』 里仁편 15장에 대한 주자의 집주.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而已矣者 竭盡而無餘之辭也. 夫子

之一理 渾然而泛應曲當 譬則天地之至誠無息 而萬物各得其所也. 自此之外 固無餘法 而亦無待於推
矣. 曾子有見於此而難言之 故借學者盡己推己之目以著明之 欲人之易曉也. 蓋至誠無息者 道之體也 
萬殊之所以一本也. 萬物各得其所者 道之用也 一本之所以萬殊也. 以此觀之 一以貫之之實 可見矣. 或
曰 中心爲忠 如心爲恕 於義亦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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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석한다. 주희는 마음을 먼저 ‘보편적 이치(천리天理)’로 남김없이 채우고(충忠) 

이를 남에게 베풀어나가는(서恕)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다. 

한편 정자程子는 “충서忠恕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이니, 충이란 천도天道요 서란 인도人道

이며, 충이란 무망無妄(사망詐妄함이 없는 것)이요 서란 충을 이행하는 것”20)이라고 주장

한다. 문자 그 로 충서란 ‘한결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타자의 상황 내지 조건을 헤아려 

그 처지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상 방을 배려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할 것을 전제한 것은 진실하지 

못한 배려가 거짓되거나 속임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사는 이

치는 곧음 내지 정직이니 그렇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죽음을 요행히 면한 것과 같다.”21)

고 강조한다.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측은지심, 즉 이해득실의 타산을 내던지며 타자와 

합일적으로 공감하여 그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기초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가 없다. 유가사상이 위기안인爲己安人을 그토록 강조하는 까닭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한편 퇴계 이황은 충서적忠恕的 가치지향과 태도가 일상 생활의 구체적 윤리 덕목으로 

실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성학십도』에서 오륜五倫의 실천 원리, 즉 독행篤

行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22) 그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타자에게 행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일이 뜻 로 되지 않을 경우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

게서 찾아내라(行有不得 反求諸己)”는 두 구절23)은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관계 윤리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성찰적 반성의 자세로 타자에 해 겸손

과 관용, 배려와 보살핌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퇴계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나서고 싶을 때에는 남

이 먼저 나서도록 도와주고, 자신이 뜻을 펼치고 싶을 때에는 남이 먼저 뜻을 펼치도록 

도와주라.”24)는 가르침을 권면한다.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에 나오는, “내가 원하지 않는 

20) 『論語』 里仁편 15장에 대한 주자의 집주. 忠恕一以貫之 忠者天道 恕者人道. 忠者無妄 恕者所以行乎
忠也.

21) 『論語』 雍也편 19장.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 이에 대해 程明道는 “사람의 본래 이치는 
곧음 내지 정직한 것인데, 망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일 뿐
이라.(生理本直 罔不直也. 而亦生者 幸而免爾.)”고 주석한다.

22) 『聖學十圖』 第五白鹿洞規圖. 言忠信行篤敬 懲忿窒慾遷善改過 正其義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己所
不欲勿施於人 行有不得反求諸己.

23) 퇴계는 이 두 가지 실천 규칙을 ‘접물지요接物之要’로 명명하고 있다.
24) 『論語』 雍也편 28장. 夫仁者 己欲立而立人 己欲達而達人에 근거한다. 공자 스스로도 이러한 태도야

말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이라고 설파한다. 이에 대해 주
자도 “자기 자신으로써 타자에게 미침은 인자의 마음이니 이러한 경지는 천리가 두루 관통하는 것이
다. 사랑의 본질적 측면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以己及人 仁者之心也. 於此觀之 
可以見天理之周流而無間矣. 狀仁之體 莫切於此.)”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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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타자에게 행하지 말라(己所不欲 勿施於人)”는 것이 관계 윤리의 소극적 측면이라면 

옹야雍也편의 ‘기욕립입인己欲立立人 기욕달달인己欲達達人’의 지향과 태도는 타자에 

한 적극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천지만물을 자신과 한 몸

으로 여기는’ 인자仁者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충서의 도리와 관련하여 혈구지도絜矩之道를 논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혈

구란 사실 충서의 정치적 윤리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적인 기준 내지 잣 (구矩)를 

가지고 물건이나 사물의 크기를 재거나 헤아리는(혈絜) 것처럼25), 지도자는 백성의 관점

에서 그들의 마음과 지향을 헤아려 민본. 민생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 학』의 가르

침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은 혈구지도의 표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윗사람이 나를 하는 태도가 싫으면 나의 아랫사람을 그러한 태도로 하지 말

고, 아랫사람이 나를 받드는 태도가 싫으면 나의 윗사람을 그러한 태도로 받들지 말

라. 앞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태도가 싫으면 나의 뒷사람에게 그러한 태도로 앞서지 

말고, 뒷사람이 나를 따르는 태도가 싫으면 나의 앞사람을 그러한 태도로 따르지 말

라. 오른쪽 사람이 나와 사귀는 태도가 싫으면 왼쪽 사람과 그러한 태도로 사귀지 

말고, 왼쪽 사람이 나와 사귀는 태도가 싫으면 오른쪽 사람과 그러한 태도로 사귀지 

말라.”26)

퇴계의 “수신과 제가는 효도, 공경, 사랑, 예양禮讓, 충서에 그 핵심이 있고, 치국과 평

천하는 혈구에 그 요점이 있다.”27)는 주장도 이러한 충서와 혈구의 유관성에 관련된 것이

다.

이제 충서적 친 성과 관련하여 측은지심의 함양에 해 살펴보자.28) 맹자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알 

수 있다.”29)고 하여 성선性善은 불인지심不忍之心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불인이란 참

25) 혈은 헤아림이고 구는 일종의 곡척으로 물건의 장단長短, 광협廣狹, 곡직曲直을 재는 기구이다. 도道
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헤아리는 척도로 삼는 것을 비유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타인도 좋아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타인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자
신이 싫어하는 바를 타자에게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추기급인推己及人의 서恕와 상
통한다.(성백효, 2010:56)

26) 『大學』 傳文 10장. 所惡於上，毋以使下。所惡於下，毋以事上。所惡於前，毋以先後。所惡於後，毋
以從前。所惡於右，毋以交於左。所惡於左，毋以交於右。此之謂絜矩之道。

27) 『退溪全書』 「答李平叔問目」
28) 측은지심에 대한 논의는 정학섭(2015a: 19-21)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9) 『孟子』 公孫丑上 6장.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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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는 뜻이다. 타자의 불행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주자는 이에 해 “천지가 만물을 생성함으로써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태

어난 사물들이 제각각 이 세상의 생물지심生物之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30)이라고 해석한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며 굴욕을 받거나 생사의 위험에 

직면한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을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 

참을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인심仁心이며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선

한 본성이라고 한다(채인후, 2010:56). 불인不忍으로부터 출척측은怵惕惻隱한 인심仁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맹자의 ‘타고난 착한 마음’이란 우리가 타자와 상호작용하며 교환하는 친 성의 바탕이

다. 이러한 감정과 정서가 특정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할 경우 친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친 성의 동인이 마음이요 감정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 사이 관계 형성

의 원천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타자를 향한 마음의 감정과 그 확장은 관계를 창조하

는 원동력인 셈이다. 그래서 맹자도 “내게 있는 사단四端을 넓히고 가득 채워 나가면 마

치 불이 처음 붙고 샘이 처음 솟아나듯이 일어난다. 정말로 넓히고 가득 채워 나가면 사

해四海를 보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부모조차 섬길 수 없다.”31)고 했던 

것이다. 

『시경詩經』의 저자가 읊은 ‘타인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나 자신이 헤아린다’32)는 태도 

또한 바로 불인지심不忍之心이 되살아나는 정서적 척척戚戚함 내지 감동함에 가닿는다. 

타자에 한 이러한 헤아림의 지향이 오늘날의 공감(empathy)과 배려(care)가 아니고 무

엇이랴. 맹자의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내 어린이를 어

린이로 사랑해서 남의 어린이에게까지 미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다

.”33)는 언술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0) 『孟子』 公孫丑上 6장 주자 집주. 天地以生物之心. 以所生之物 因各得夫天地生物之心以爲心. 所以人
皆有不忍人之心.

31) 『孟子』 公孫丑상 6장.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若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
海; 苟不充之, 不足以事父母.

32) 『詩經』 小雅巧言편. 他人有心 予忖度之. 『孟子』 梁惠王上편 7장에도 보인다.
33) 『孟子』 梁惠王上편 7장. 老吾老 以及人之老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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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아일체 친밀성과 나눔의 일치

이같은 충서의 정신은 자기 중심적인 폐쇄성으로부터 타자의 상황 및 관점에서 타자를 

이해(understanding)하려는 공감의 개방성으로 전환한다. 여기엔 일종의 사회심리적 ‘중심 

전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충서적 태도

를 견지한다는 것은 서로가 자타합일의 고양된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유가사상의 

‘천지만물을 자기 자신과 한 몸으로’ 이해하려는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타자 및 만물이 나 자신과의 존재 관련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만물이 모두 나에

게 갖추어져 있으니, 그 이치를 내 몸에 돌이켜서 성실히 행하면 이보다 큰 즐거움이 없

을 것”34)이라는 맹자孟子의 주장과 상통한다. 여기에서 ‘그 이치‘란 ’나 자신에게 갖추어

져 있는 만물‘의 의미와 가치를 의미한다. 맹자가 이어서 “서恕의 노력만큼 인仁을 획득

하는 데 긴절한 것은 없다(强恕而行 求仁莫近焉)”고 말한 것은 이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이것은 공자가 “우리 도道는 한 가지 리理가 만 가지 일을 꿰뚫고 있다.”35)고 했을 때의 

바로 그 충서忠恕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는 바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고(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

인勿施於人)36), 자신의 지향과 타자의 지향을 일치시키려는(추기급인推己及人) 배려의 정

신이 바로 서恕이며 사랑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자아와 타자를 분리. 고립시키는 폐쇄적 

개인주의를 탈각하여 만물의 생성 발육을 성실히 추구하려는,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지향하

는 상생적 사랑을 새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물아일체라고 하여 모든 사람과 만물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배려함을 뜻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물物과 아我의 근원적인 일체성을 말하려 한 것일 뿐이며, 한편

으로 일상의 실천 현장에서 사랑을 상에 따라 달리 행하려 한다. 이른바 차등애差等愛

가 그것이다.”(김기현, 2009: 157) 

이를테면 맹자가 어버이에 한 사랑(친친親親)과 만민에 한 사랑(인민仁民), 그리고 

만물에 한 사랑(애물愛物)이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사랑

의 정신은 동일하지만, 부모. 만민. 만물에 한 애정의 정도가 같을 수가 없다. 또한 그 

친 성의 방법에서도 어버이에 해서는 혈육의 정에 입각하여 공경과 봉양으로, 타인들

34) 『孟子』 盡心上편,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樂莫大焉. 强恕而行, 求仁莫近焉..
35) 『論語』 里仁편 15장. 子曰 參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36) 이의 적극적 측면이 바로 “인자는 자신이 나서고 싶을 때에는 남이 나서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뜻을 

펴고 싶을 때에는 남이 뜻을 펼치도록 도와준다.”(『論語』 雍也편 30장,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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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따뜻한 배려와 인격의 존중으로, 그리고 만물에 해서는 그를 아끼고 보호

하는 마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정호程顥도 “인자仁者는 천지만물을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긴다. 만물을 자신의 일부로서 생각하니 그의 사랑이 어느 한 사물엔들 미치지 않겠는

가.”37)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한편 물아일체적 친 성과 관련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학聖學은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해야 한

다. 그래야만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야 사랑을 실현하는 

공부가 비로소 친절하고 맛이 있어서 망탕하여 (천지 만물이 자신과) 교류가 없는 

염려를 면할 수 있다. 또한 만물을 자기로 여기는 병통도 없게 되어 마음의 덕이 온

전하게 될 것이다.”38) 

이처럼 그는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물아일체의 인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물아일체의 인식을 통해 사랑의 실현을 제 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물아일

체란 “나와 천지 만물이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요, 이일理一. 분수分殊의 원리에 따라 그 

기질적 차별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하나의 이치에서 유래하는 부모-자녀-형제로서의 가족

적 일체감을 의미한다.”(금장태, 2001: 41-42)

‘이일理一. 분수分殊’론은 횡거橫渠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서 출발한다. 그 서두에 

“하늘을 아버지라 일컫고 땅을 어머니라 일컬으며,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자그마한 존재

로서 가운데 섞여 자리잡고 있다(乾稱父 坤稱母 予玆焉 乃混然中處).”는 구절이다. ‘건칭

부乾稱父 곤칭모坤稱母’의 인식은 ‘하늘의 도는 남자를 이루고, 땅의 도는 여자를 이룬다

(乾道成男 坤道成女)’는 주렴계周濂溪 태극도설太極圖說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같은 언명言明(statement)은 하늘과 땅에 한 인간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혈연적 가

족관계로서 인식하는, 인간 관계의 친 성에 한 사유체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 

위치한 작은 존재로서의 자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틀 속에서 자아는 개체로서의 

자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및 만물과 친 성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의 자아인 것이

다.

퇴계는 『서명』이 “나와 천지와 만물이 그 이치가 본래 하나인 까닭을 반복하여 밝히

고 있는 것39)”이라고 주장한다. 천지. 인간. 만물의 존재는 그 기질의 다양성에도 불구하

37) 『近思錄』 37쪽
38) 『聖學十圖』 第二西銘圖. 蓋聖學在於求仁 須深體此意. 方見得與天地萬物爲一體. 眞實如此處 爲仁之

功 始親切有味 免於莽蕩無交涉之患. 又無認物爲己之病 而心德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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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나의 이치(一理)로 관통한다. 이러한 인식은 우주 내의 모든 존재가 일체를 이루는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치가 본래 하나(理本一)’라는 주장 또한 성리학의 기본 명제

인 ‘이일理一. 분수分殊‘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건곤乾坤으로서의 하늘과 땅은 인간과 만물을 하나의 부모이므로 ’이치는 하나(理一)‘라

고 본다. 그런데 생명체는 각각 부모 자녀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니 ’나누어짐이 다르다(分

殊)‘는 것이다. 이러한 이일과 분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원리가 아니다. ’하나(一)‘와 ’다

름(殊)‘이라는 상반된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여 통일체를 이룬다. 바로 ’하나이면서 둘(一

而二)‘이며, ’둘이면서 하나(二而一)‘인 립적 조건의 통일이라는, 성리학적 논리체계로서

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40)

퇴계는 나아가 “천지의 기氣가 나의 몸(體)이 되고, ... 천지의 이理가 나의 성품(性)이 

된다.”41)고 주장한다. 천지의 이와 기가 인간과 만물의 몸과 성품으로 일체를 이룬다. 이

같은 일체성의 존재 구조에서 ‘백성은 나의 동포, 만물은 나의 무리(민오동포民吾同胞 물

오여야物吾與也)’라는 『西銘』의 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아일체론은 존재의 근원과 실천 과정에 따라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인간과 만물이 천지라는 하나의 근원에 기초하여 동일한 존재 근거를 지니고 있으

며, 이理와 기氣의 구조에 따라 차별성을 전제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존재론적 일체

성에 한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이러한 존재론적 일체성을 성찰함으로써 타자와 

만물 사이에 일체감을 확장하여 ‘우주 전체가 한 집안이요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체득

하는 것이다.

퇴계는 공허하게 천지. 만물과 일체라는 추상적 관념의 물아일체론을 경계하고 있다. 

자아의 실존론적 진정성 없이 관념론적 물아일체 의식 습성에 젖는 병통을 경고하고 있

다. 자아와 만물의 분별을 인식하면서도 양자가 상호 소통함으로써 일체감을 획득하는 물

아일체를 통해 사랑의 실현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퇴계는 사랑의 친 성 실현 방식으로 ‘사私-사사로움의 극복

39) 『退溪全書』 권7 西銘考證講義. 橫渠此銘 反覆推明吾與天地萬物 其理本一之故.
40) 주자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서 만 가지로 다르니, 비록 천하를 한 집안이라 하고 중국을 한 사

람이라 하여도 겸애兼愛의 폐단에 其러가지 않고, 만 가지로 다르지만 하나로 관통하니, 비록 친소
親疎의 정情을 달리하고 귀천의 등급을 달리하더라도 위아爲我의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
이 『서명』의 근본 취지이다.”라고 주장한다.(『退溪全書』 권7, 一統而萬殊 則雖天下一家 中國一人 而
不流於兼愛之蔽. 萬殊而一貫 則雖親疎異情 貴賤異等 而不梏於爲我之私. 此西銘之大旨也.) 주자는 
인간과 만물이 우주 안에서 동일한 근원을 지니고 일체를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개별적 
차이에 따른 분별적 인식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금장태, 2001: 38).

41) 『退溪全書』권7 西銘考證講義. 天地之氣 在吾爲體, ... 天地之理 在吾爲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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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 다음과 같은 논의를 주목해 보자.

“사랑의 실체를 그려내고 이로 인해 유아有我의 사사로움을 깨트리고 무아無我의 

공변됨을 크게 확장한다. 완고하기가 돌과 같은 마음으로 하여금 녹아내려 환히 트

이게 하고, 사물과 나 사이에 빈틈이 없게 하며, 털끝만큼의 사사로운 생각도 그 사

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다. 이로써 천지가 한 집안처럼 되고 온 나라가 한 사람

처럼 됨을 알 수 있게 되면, 타자의 괴로움과 아픔이 내 몸에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

어 사랑을 실현하는 도道를 얻을 것이다.”42)  

‘자기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유아有我 의식은 사사로움에 집착한다. 소아주의小

我主義의 완고함이라 할 수 있다. ‘자아의 편협함을 벗어나고 타자의 관점 또한 중

시하는’ 무아無我 의식은 이같은 소아주의를 극기함으로써 우주적 생명정신으로 가

득찬 아大我 세계를 지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는 ‘완頑‘자에 주목한

다.43)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욕私欲이 덮이고 막혀서 타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

지 못한다. 또한 측은한 마음으로 타자에게 다가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

고하기가 돌과 같다. 그래서 완頑이라고 한다.”44)

그는 사람이 타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사로움에 사로잡힌 완고한 마음’ 때문으

로 보고 있다. 자기 자신의 사욕에 붙들려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타자와 제 로 소통

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타자를 향한 측은지심, 추기

급인推己及人의 소통과 유 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사욕의 ‘사私’를 ‘마음을 해치는 좀벌레요 모든 악의 근본’이라 하여 욕망의 사

사로움을 악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마음을 해치는 적을 제거하

고 악의 뿌리를 뽑아서 순수한 천리天理를 회복하는 것“45)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다. 퇴계 또한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천리天理의 회복‘, 즉 극기복례克己復禮와 박문약례

博文約禮를 새삼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 심성 내면의 심층으로부터 구체적 행위에 이르기

42) 『退溪全書』권7 西銘考證講義. 狀出仁體 因以破有我之私. 廓無我之公 使其頑然如石之心. 融化洞徹 
物我無間 一毫私意無所容於其間. 可以見天地爲一家 中國爲一人 痒痾疾痛 眞切吾身 而仁道得矣.

43) 『西銘』의 원래 제목 『訂頑』의 ‘頑‘자를 해석한 것이다.
44) 『退溪全書』권7 西銘考證講義. 頑者不仁之名. 不仁之人 私欲蔽錮. 不知通物我推惻隱. 心頑如石 故謂

之頑.
45) 『退溪全書』권7 戊辰經筵啓箚二. 私者一心之蠹賊 而萬惡之根本也 ... 欲去心賊拔惡根 以復乎天理之

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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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사사로움을 극복하여 친 성의 예禮를 지향하는 극기복례克己復禮, 성실한 수양공부

의 바탕 위에 친 성의 예禮로써 자기 자신을 집약하고 행위를 규율하는 함양涵養 체찰

體察의 박문약례博文約禮, 이 두 가지 방법46)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사사로움의 극복 과제가 일상의 친 성 세계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

니다. 퇴계는 “마음을 해치는 적을 제거하고 악의 뿌리를 뽑아서 순수한 천리天理를 회복

하고자 한다면, 공부하기의 공효功效에 깊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47)고 주장한다. 일

시적으로나 몇 가지 일에서 사사로움을 힘써 없애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늘 모든 일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사로움이 싹터 나오거나 잠복 돌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극기복례와 박문약례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독

행篤行해야 할 인간존재의 근원적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옛 성현들은 조심하고 삼가기를 깊은 연못에 이른 듯이 하고 엷은 얼음을 밟는 

듯이 했다.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밤마다 조심해서 오직 잠깐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히 하여 구덩이에 빠지고 벼랑에 떨어지는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하 다. 그 마

음이 일찍이 나의 학문이 이미 지극하여 사사롭고 사악한 데 빠질 걱정은 없다고 여

기지 않았다.”48)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소민小雅小旻편의 “깊은 물가에 다가간 듯 살얼음을 밟고 가

듯 전전긍긍하노라(전전긍긍戰戰兢兢 여림심연如臨深淵 여리박빙如履薄氷)”는 유가사상적 

수양 성찰 자세을 반 하고 있다. 그는 우리들에게 우리 일상 삶의 모든 사회적 과정

(social process)이 자아-타자 친 성의 실현을 위한 진력 과정이라 일깨우고 있다. 이 과

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삼가고 조심하여 근독謹篤과 공경恭敬의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유가사상적 수양공부하기의 목표와 실천이 사사로운 사욕을 극복하여 천

리天理를 회복하고 사랑의 친 성을 독행篤行하는 것임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사사로움을 극복하여 진정한 친 성을 지향하려는 것은 결국 공자의 절사론絶四論을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자는 네 가지를 끊어버렸으니, 의意가 

없었고, 필必이 없었으며, 고固가 없었고, 아我가 없었다.”49)는 목이다. 주자의 해석에 

46) 극기복례는 사욕과 싸워 이김으로써 은폐되었던 천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극복克服’ 방법이라 볼 수 
있고, 박문약례는 올바른 수양공부를 통해 천리를 보존하고 함양하는 것으로 ‘배양培養’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선 금장태(2001: 160-161)를 참조할 것. 

47) 『退溪全書』권7 戊辰經筵啓箚二. 欲去心賊拔惡根 以復乎天理之純 不深藉學問之功不可.
48) 위의 책 같은 곳. 古之聖賢 兢兢業業 如臨深淵 如履薄氷. 日乾夕陽 惟恐頃刻怠忽 而有墮坑落塹之

患. 其心未嘗自謂吾學已至. 不患有陷於私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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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의意는 사사로운 뜻(선입견), 필必은 꼭 하고자 작정하는 기필함, 고固는 집착하여 

구애되는 고루함, 아我는 사사로운 자기 아집을 뜻한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시작과 끝이 된다. 선입견에서 발단하여 마침내 기필하고, 집착에 

머물면서 아집을 형성한다. 선입견과 기필함은 늘 일이 있기 전에 존재하고, 집착의 고루

함과 아집은 늘 일이 생긴 이후에 존재한다. 아집이 다시 선입견을 낳으면, 물욕에 끌려

들어 순환이 끝이 없다.50) 

절사론絶四論에서 우리는 ‘순전한 천리(혼연천리渾然天理)’ 상태51)를 지향하기 위해 사

사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지극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사사로움을 절단

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관계 지향이 바로 직결된다. 

그래서 공자도, “극기복례가 사랑이다. 하루라도 극기복례를 한다면 사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사랑을 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말미암는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말미암는 것

이겠는가?”52)라고 언명하고 있는 것이다.

5. 소결: 나눔과 일치의 충서적 섬김친밀성을 향하여

이 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최근의 한국사회 인간 관계, 특히 부부 가족관계 친 성

의 위기를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친 성의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안으로 

유가사상의 성찰에서 새롭게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 민주적 관계 형성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진정으

로 공정하고 평등한(fair and equal) 지향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부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 가족 관계의 민주화는 그 관계의 친 성을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고 상호 공경하는 사랑의 성취를 이루게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부부 가족 

관계 민주화를 위하여 유가사상의 ‘충서적 섬김친 성’을 핵심 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찰省察해 보려고 하 다.

49) 『論語』 子罕편 4장. 子絶四 毋意毋必毋固毋我.
50) 위 子罕편 4장에 대한 주자집주. 意私意也 必期必也 固執滯也 我私己也. 四者相爲終始 起於意 遂於

必 留於固 而成於我也. 蓋意必常在事前 固我常在事後 至於我又生意 則物欲牽引 循環不窮矣. 
51) 주자는 『朱子或問』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무의는 순전한 천리天理 상태로 사사로운 

뜻을 따르지 않음이다. 무필은 모든 일마다 이치에 따르고 기필하지 않음이다. 무고는 이미 지나간 
일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 막혀서 정체됨이 없음이다. 무아는 만물에 대동大同하여 자기 한 몸
에 편애하지 않음이다.” 그리고 『朱子語類』에서 “의필고아意必固我가 사라진 상태가 천리유행天理流
行이요, 연비어약鳶飛魚躍이다.”라고 해석한다.(박성규역주, 2012: 341-342에서 재인용)

52) 『論語』 顔淵편 4장. 顔淵問仁 子曰 克己復禮爲仁 一日克己復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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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서적 섬김친 성이란 무엇인가? 섬김친 성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하듯이 조심

스럽게 하는’ 상경여빈相敬如賓의 사랑(仁)이다. 그것은 우리 일상 삶의 인간 관계, 특히 

친 한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사사로움을 결단코 이겨내려는 극기복례克己復禮의 친 성

이다. 극기복례는 박문약례博文約禮를 수반한다. ‘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物施於人’의 

충서적忠恕的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기욕립입인己欲立立人 기욕달달인己欲達達人’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은 혈구지도絜矩之道와 측은지심惻隱之心의 진정성에 기초

하고 있다.

충서적 섬김친 성은 또한편 유가사상적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친 성이다. 자아의 아집

에 편벽된 사의私意를 극복하고 타자의 처지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절사론絶四論의 결

연한 의지이기도 하다. 이것은 의필고아意必固我의 고립적 페쇄성을 버리고, 하늘의 이치

(천리天理)가 유행流行하고 연비어약鳶飛魚躍하는 개방성을 성취하려는 결단이기도 한 것

이다.

또한 충서적 친 성은 관계 형성에서 서로의 지위와 역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친 성

의 이일理一. 분수론分殊論 관점을 수용한다. 적對待的 관계로서의 부부 가족은 ’하나

이면서 둘(一而二)‘이며, ’둘이면서 하나(二而一)‘인 립적 조건의 통일이라는, 성리학적 

논리체계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부부나 가족과 같이 지상의 친 한 관계는 우리들에게 숙명과도 같다. 이 관계의 지속

가능한 상태를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시경詩經』의 저자나 퇴계의 ‘여림심연 

여리박빙’적 관계맺기 권면을 새롭게 성찰해 본다. 가족구성 과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삼

가고 조심하여 근독謹篤과 공경恭敬의 태도를 취하라는 권유를 되새겨 보기도 한다. 사사

로운 사욕을 극복하여 천리天理를 회복하고 사랑의 친 성을 독행篤行해야 한다는, 유가

사상적 담론에도 개입 헌신(commitment)해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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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삶과 배려

이  현  지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1. 문제제기

프랑스인은 무슬림을 차별하고, IS는 프랑스인을 테러한다. 힘센 서구문화는 약한 비서

구문화를 유린한다. 과거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 남경학살이란 만행을 저질렀으며, 지금 

중국은 티베트를 침략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단행한다. 한국인은 서구인 앞에서는 기가 죽

으면서, 필리핀 노동자나 이주여성에겐 군림하려 한다. 인간 존엄성에 한 몰이해와 낮

은 인권의식은 배려가 결여된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 에 한 배려가 결여되

면, 예(禮)의 파괴로 인해 무도한 사회가 펼쳐진다. 그로 인해, 공존해야 할 지구촌 곳곳

에서는 분쟁과 갈등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현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배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현 사회에서는 배려의 결여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

인은 그로 인한 불행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 와 지역에서도 분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현 사회는 ‘분노사회(Angry Society)’라고 지칭할 만큼 갈등이 극 화 

되어 있다.1) 현 인은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상 의 입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 권리를 찾고 이익을 챙기는 일에 급급하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열

에 들어선 지가 꽤 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배려의 수준은 아직 낮은 면이 있다. 흡연

을 금지한 공중화장실의 자욱한 담배연기,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이웃들, 뒷사람을 배려하

지 않고 자기 몸만 빠져나가면 문을 놓아버리는 모습, 노약자나 임산부석에 앉아서 노인

이나 임산부를 외면하는 시선, 승객이 자리를 잡지 않아도 출발해 버리는 버스, 엘리베이

터에서 내리려는 사람을 고 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배려가 결여되어 치명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확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왕따

1) 이현지. 2015. 노자사상과 ‘잘 사는 삶’.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1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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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폭력 등은 학생 상호 간의 배려가 결여된 결과로 빚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배려는 그 크기가 작든 크든 삶의 윤활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배려란 “도와주

거나 보살펴주는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배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인간의 이타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나로 향하는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타

인을 향하는 사랑과 관심이다.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갈등이나 투쟁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가 하면, 타인과의 조화와 협동으로 인해 행복하게 된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은 배려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현 사회에서는 배려가 결여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서구사회의 현 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 적인 삶은 에고가 주체가 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에고가 주체가 되

는 삶의 근본 원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홍승표(2012)는 두 

가지 유형의 마음의 주체를 비교분석한 바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

계와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개체로서의 나’를 지칭하는 ‘에고(ego)’가 주체가 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 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우주적인 존재로서의 나’

를 지칭하는 ‘셀프(self)’가 주체가 되는 삶이다. 

서구사회의 현 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은 에고가 마음의 주체가 되는 현상이 강

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에고가 마음의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아확장투쟁의 삶

을 산다. “자아확장투쟁의 삶이란 자신의 에고를 보다 크고 높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2)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기 위해

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마음 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이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

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선택한다. 이러한 에고가 마음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

면, 자아확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잃기도 하고, 현재에 한 불만과 저항감의 노예

가 되며, 삶을 있는 그 로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고, 부자유하고 분주한 삶

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삶에서 배려를 찾기는 어렵다.

에고가 마음의 주체가 된 상태에서 만약 배려를 행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때 배려의 자기중심적 특징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예의 바른 사람으

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로 행하는 배려이다. 그 순간의 배려는 에고를 다듬고 높이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에고가 주체가 되는 현 적 삶에서 행해지는 배려는 근원적으로 자

기중심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2) 홍승표·홍선미. 2012. ｢마음의 주체-에고와 셀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2.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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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에고가 주체가 되는 삶의 바탕이 되는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현 적 세계관의 

한계 때문이다.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현 적 세계관으로 볼 때,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개

체이며 존재를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의 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간을 인식한다면, 배려하고 배려받는 삶을 사는 것은 고원한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서구사회의 현 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배려는 인위적

이고 그야말로 배려를 위한 배려에 머문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배려는 행위자의 존재변화의 중요한 척도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배려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삶의 도(道)를 자각하고 삶의 순간에 깨어서 있는 그 로 살아가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퇴계의 삶과 배려를 살펴보고, 그것의 

탈현 적 함의를 분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왜 배려를 논하는데, 한국 유교사상의 

거목인 퇴계의 삶을 상으로 할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이유는 퇴계의 일 기에는 

배려와 얽힌 일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유교사상과 유교적 삶의 특징 

때문이다. 유교는 유교사상의 학술적 탐구와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다. 

고로 유교사상의 인간 존중의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상 에 한 배려로 다양하게 실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계의 삶을 상으로 하여 배려를 살펴보고, 그것이 현 를 넘어서 

탈현 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유교윤리와 배려윤리의 유사성을 논의하는 선행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3) 나아가서 

배려윤리가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의 안을 유교윤리에서 찾는 선행연구도 있다.4) 이러한 

연구에서 표적으로 언급되는 비교의 요건은 관계 중심성, 상황 중심성, 도덕 감정의 중

시 경향, 도덕 감정의 차등적 확  등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배려윤리가 가지는 한계점

을 유교사상에서 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있으므로, 여기서는 퇴계의 삶에서 드러나는 

배려의 양상과 그것이 가지는 탈현 적 함의를 통해서, 배려가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를 음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유교사상과 배려

유교사상은 공동체의 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계관에 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다. 

유교사상의 관계관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에로 확장되는 철학을 내포

3) 목영해. 2010.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공통점과 그 함의｣. 도덕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46쪽.
4) 이태규. 2014. ｢배려윤리의 문제에 대한 유가윤리적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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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유교사상은 인간의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깊은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사회학적인 사상이다. 이러한 유교사상의 관계관에 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배려윤리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유가이념은 인(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은 공자가 제자들의 질문에 한 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추상적인 

수준과 구체적인 수준을 포괄하여 다양한 사례로 설명되고 있다. 인(仁), 극기(克己), 혈구

(絜矩), 충서(忠恕)는 자기에게 충실하면서 타자를 배려하는 정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

으로 이어진다. 

“성리학의 교육과 학문이 본질적으로 인간 본성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아가 

인간 본성이 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면, 성리학의 맥락에서 교육과 학문은 곧 배려 

본성을 실현하는 일과 다름없다.”5) 공자에게 있어서 군자가 되는 일 또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배려의 연장선에 있다.

혈구지도(絜矩之道)는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을 비유함”을 말한다.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일은 바로 배려를 

말하며, 인이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호의적인 배려’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6) 논어
의 다음 구절은 이에 한 공자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자로가 군자에 해 여쭈었다. 공자가 “자기 자신을 닦아서 경건해지는 것이다.”라

고 하셨다. “이와 같을 뿐입니까?”라고 하자, “자기 자신을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

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을 뿐입니까?”라고 하자, “자기 자신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

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아마 오히려 힘들어했으리라!”7)

위의 구절에 따르면 군자란 자기 자신을 닦아서 스스로 경건해지고, 다른 사람을 편안

하게 해주며, 궁극에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다. 태평시 를 이끌었던 요임금과 순임금과 같은 인한 군주도 백성이 편안할까를 근심하

여 힘들어할 정도로, 군자의 덕목에는 백성[다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었음을 말한다. 논어의 ｢학이｣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5) 황금중 외. 2015. 한국 문화전통과 배려의 윤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33쪽.
6) 윤사순. 2006. 유학에 담긴 '배려철학'의 윤리적 성향- 유학의 현대적 응용에 대한 시도. 오늘의 동

양사상 제14호. 230쪽.
7) 論語, ｢憲問｣,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

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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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가 말했다. 나는 날마다 하루에 세 번 내 몸을 살피니, 남을 위하여 일을 도

모함에 이를 성실히 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믿음 있게 하지 않았는

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제 로 복습하여 익히지 않았는가?8)

자신을 수양하는 치열한 삶에서 첫 번째 지표로 삼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심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

것은 나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 의 입장이 되어서 그 일에 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 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내가 싫다고 생각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공자는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서(恕)라고 했다. 다음 구절을 보자. 

자공이 여쭈었다. “평생토록 실행할 만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공자가 말씀하

셨다. “서(恕)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9)

서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배려이다. 배려는 아주 분명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에 해 호의를 가지고 관계

를 맺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

런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는 도덕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사회이다. 그래서 공자는 서를 

평생토록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타인을 배려하는 서의 윤리는 도덕 실천의 

기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10) 이러한 관점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논어의 다

음 구절을 보자.

중궁이 인에 관하여 여쭈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여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조정에서 공무를 처리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원망이 없을 

것이고, 집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했다.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이 말씀을 힘써 행하겠습니다.”11)

배려의 윤리를 삶에서 가장 잘 실천하면, 누구를 만나도 큰 손님을 만난 듯이 예를 갖

 8) 論語, ｢學而｣,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不忠乎? 與朋友交而不信乎? 傳不習乎?”
 9) 論語, ｢衛靈公｣,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不欲 勿施於人.”
10) 황성규. 2015. ｢청소년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유교의 배려 이론 고찰｣. 한국철학논집 44권. 

161쪽.
11) 論語, ｢顔淵｣,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不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

怨. 仲弓曰 雍雖不敏 9事斯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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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지내듯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하

며, 공적인 관계이든 사적인 관계에서든 자기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배

려가 결여되면, 누구를 만나도 무례하게 굴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부릴 때는 감

사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하며, 공적인 관계이든 사적인 관계이든 상 의 기분을 생각

하지 않고 자기 요구만 하여 원망을 듣게 된다. 

배려는 사회적 관계에서 예로 드러난다. 예는 사회적 제도나 법 등으로 구체화되는 면

이 있지만, 예의 정신에는 인, 즉 배려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배려가 결여

된 사회의 특징은 무례하고 무질서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갈등과 분쟁이 빈번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 한 배려를 찾기는 불가능하고, 배려가 없는 사회는 다툼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유교사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유교적인 배려의 요체는 충서(忠恕)라고 할 

수 있다. 충서에 해서는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심도 있는 철학적 논의가 축적되어 있

다.12)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기서는 주

로 충서가 배려윤리로서 가지는 함의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충서는 “자신의 완성을 

통해서 사회적 봉사나 타인에 한 배려를 실천하는 덕목이므로, 사회적 화합과 화해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13) 증자가 충서를 공자의 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아래 구절

을 보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증자야, 나의 도는 하나로 통한다. 공자가 나가시자 문인들이 

물었다. 그 하나로 통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다른 것

이 아니라 충과 서일 따름이다.14)

위의 구절은 공자의 도, 즉 인이 무엇인가에 해서 증자가 충서라고 말한 것이다. 이

를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타인에 한 배려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충서(忠恕)

는 인의 양면을 적절히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충서(忠恕)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상의 원

리로서, 충은 자신에 한 진실함을 말하고, 서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미루어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리고 증자(曾子)가 부연한 충서(忠恕)의 의미는 글자 그 로 

중(中)과 심(心), 즉 속에 있는 마음과 여(如)와 심(心), 즉 남과 같은 마음을 뜻한다. 흔

12) 김영훈・신창호. 2014. ｢사상과 역사: 유교의 충서(忠恕)와 기독교의 아가페(Agape)에서 본 대안교육
의 원리｣. 동양문화연구 19. 111-112쪽.

13) 김일환. 2008. ｢현대사회와 유교의 사회적 덕목- 충서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심으로｣. 儒敎思想
硏究 第32輯. 5쪽.

14) 論語, ｢里仁｣ “子曰 參乎 吾道 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 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
恕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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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충(忠)은 인(仁)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방식이고, 서(恕)는 인(仁)을 실천하는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하나, 충(忠)과 서(恕)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어렵다.”15)

3. 퇴계의 삶과 배려

퇴계의 삶에 한 조명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되어왔다. 그는 학자로서 유학의 목표에 

부합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실천했다. 퇴계는 학문적으로 성실하고 치열하게 탐구했

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원리를 삶에 그 로 적용하여 수양하고 인간 본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에 퇴계의 학자로서의 면모를 넘어서, 인간 퇴계가 가지는 높은 인격에 한 조

명도 현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퇴계는 학문적 입장이 철저하면서도 삶의 측면에서는 엄격하지만은 않은 스승이었으며, 

삶의 비전을 제공해주는 큰 어른이면서 누구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양반이었음에도 인간존중을 실현한 앞선 지식인이

었다. 

퇴계의 삶은 유교적 교육의 목표가 삶에 그 로 녹아있다는 점에서 지식과 행동이 이분

화 되지 않았고, 성리학적 학문의 성과가 자신의 삶을 투철하게 수양하는 심성공부로 실

천되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유교적이다. 퇴계의 이러한 삶은 삶의 스승으로서 좋은 본이 

될 수 있으며, 그 삶에서 진정한 배려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 인간적인 존중

퇴계는 제자들과 많은 서찰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논의했고 자유로운 분위기

에서 토론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퇴계를 따르는 제자들은 학문적인 교류

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역에까지 동지적인 교유를 했다. 제자들 가운

데 유난히 삶의 면면을 함께 공유한 월천과 퇴계의 이야기에는 제자에 한 인간적인 배

려와 존중이 잘 드러난다.

퇴계와 월천은 30년이 넘는 사제관계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교유하는 매우 친 한 

관계 다. 퇴계는 월천이 아들을 잃은 후 장례를 과하게 치르려는 사실을 듣고, 아들을 

15) 김형진. 2010. ｢공자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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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아비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면서도 월천이 예의 법도에 맞게 장례를 치르도록 조언했

다. 다만 그의 슬픔과 비통함을 공감하기에 스승으로서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예의 절

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16)

또한 월천은 출사에는 뜻이 없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런 월천에게 퇴계는 문경지방에 훈도 자리가 비었을 때, 지원해 볼 

것을 권했다. 그러나 월천의 성격을 알고 있던 퇴계는 혹시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릴 지도 

모르겠다며 은근히 제자가 서두르기를 독려할 뿐, 강하게 지원하라는 자기주장을 전하지

는 않았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제자를 돕고 싶은 마음보다는 제자가 스스로 자

기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퇴계가 월천과의 사제관계에서 스승으로서 제

자인 월천을 근본적으로 얼마나 존중하 으며, 그것이 배려로 드러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

는 이야기이다.

2) 깊은 감사

퇴계는 제가(齊家)의 원칙을 상당히 강조했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퇴계가 

남긴 많은 서찰에는 제자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인간적인 교유의 흔적을 넘어서, 가족과의 

친 한 삶의 자취가 그 로 남아있다. 

퇴계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작은 물건이나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표

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퇴계의 생일날 며느리가 버선을 선물하자 그는 며느리

에게 참빗을 선물했고, 손부가 관복을 지어서 선물하자 그는 손부에게 편지와 함께 바늘

을 선물로 보냈다.17) 집안의 웃어른으로서 아랫사람이 주는 선물을 당연시하거나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가까운 가족 간에도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감사의 마음을 작은 물건으

로 표하거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바로 어른으로서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나의 마음을 미루어 상 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퇴계의 많은 가서(家書)가 이러한 선생의 배려 깊은 마음 씀씀이를 증명하고 있다. 어

린 손자가 죽었을 때, 퇴계는 자신의 박복함을 탓하는 편지를 며느리에게 보내서 위로했

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시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친 불효로 고통스러워할 며느리의 마

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위로하고자 한 깊은 배려가 그 로 드러나는 일화이다.

16)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13.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60쪽.
17) 권오봉. 2015. 퇴계선생 일대기.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39쪽.



퇴계의 삶과 배려 : 이현지 _ 39 

3) 역지사지

퇴계의 배려는 충서(忠恕)의 도를 온전히 실현하고 있다. 퇴계의 증손자 창양이 산모의 

젖이 모자랐다. 이에 창양의 아비인 퇴계의 손자는 퇴계에게 고향의 유모를 보내줄 것 부

탁했다. 퇴계는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내어 손자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한다.

들으니 해산한 지 삼사 개월이 된 유비(乳婢) 학덕이 상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수가 있나. 어린 애를 두고 어미가 올라가면 이애는 죽고 만다. 내 자식 

키우기 위하여 어찌 남의 자식을 죽인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양에도 유

비는 있을 게다. 여섯 달만 지나면 두 아이를 다 잘 키울 수가 있다. 그때까지 기

다려라. 기어코 올려 보내라고 한다면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게 하마. 절  아기를 떼

어놓고는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진 사람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딱하지

만 너희들이 잘 요량해서 처리하기 바란다.18)

이 편지는 증손자가 태어났을 때 집안의 경사 중에 경사라고 기뻐했던 할아버지로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유비를 보내달라

는 손자의 요구가 부당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출산을 한 유비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다. 퇴계는 유비를 가족과 같이 차별 없이 접했고, 근본적으로 인간에 한 

존중의 바탕에서 배려했다.  

4) 넓은 품의 관대함

진정한 배려는 상 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퇴계의 제자 김성일(金誠一)은 퇴계가 

인간관계에서 용서하고 상 가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주는 너그러운 모습을 보 다고 

한다. 

선생님은 사람을 하심에 매우 관 했다. 큰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끊

지 않고 모두 용납하고 가르쳤으며, 스스로 고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

다.19)

18) 권오봉. 2015. 앞의 책. 50쪽.
19) 退溪先生言行錄, ｢交際｣, “先生 待人甚恕. 苟無大故者 則未嘗絶之 皆容而敎之 冀其遷改 而自新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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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자손들이나 종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꾸짖지 않고 타이르고 훈계하여 스스로 감

동받아 깨닫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퇴계의 관 한 배려 때문에 퇴계의 집안은 늘 화목

하고 밝은 분위기 다고 전해진다. 집안의 어른이 아랫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엄격한 잣

만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전체 분위기가 화목할 수 없을 것이다. 

퇴계는 형제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말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상 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에 잘못된 부분을 말해야 의리가 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가장 친 한 사이라도 상 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

록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퇴계가 손자 안도(安道)에게 보낸 서찰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정시열은 퇴계가 자제들을 독

려할 때는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평가하고 있

다.20) 그것은 퇴계가 서찰에서 탄식조의 화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퇴계

가 탄식의 화법을 사용한 이유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4. 결  론

뉴테크롤노지의 발전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인공지능시 의 도

래 또한 이러한 삶의 변화를 반 하고 있다. 20세기의 표적인 경제학자인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1930년에 100년 후를 예측하면서, 인류는 절박한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노동과 가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난 인류

가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지를 고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 시 에는 ‘삶을 위한 예술과 초월성 탐구’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21) 

현 사회가 케인스의 예측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측했던 물질적

인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케

인스가 말했듯이, 물질적인 안정을 이룬 사회에서 인류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 케인스가 ‘삶을 위한 예술과 초월성 탐구’를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무서

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시 의 삶을 논하면서 수행과 낙도로서의 삶과 배려에 

20) 정시열. 2013. ｢퇴계(退溪) 가서(家書)에 나타난 화법(話法)에 대한일고(一考)- 손자(孫子) 안도(安道)
에게 부친 서찰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140쪽.

21)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 안진환 옮김. 민음사.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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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그의 논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탈현 사회의 비전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선행연

구에서 탈현 사회의 비전과 그 특징을 연구한 성과가 있으므로,22) 여기서는 따로 이에 

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유가사상에 내포된 배려윤리가 실현

된 퇴계의 삶과 배려의 일화들이 어떤 탈현 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도록 하자.

첫째, 퇴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배려는 지속적인 자기수양의 결과로 피어나는 타

인에 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서 드러나는 배려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 밖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현 인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한 삶의 비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퇴계의 삶에 나타나는 배려의 실천 원리는 바로 유교적인 수신(修身)이다.23) 이러한 배

려의 실천원리로서의 수신은 탈현 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탈현 적인 삶

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는 현 사회의 말(末)을 살아가는 현 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서구의 현 주의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압도되어 파괴적인 삶으로 치달을 것인지, 

현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탈현 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인에게 퇴계의 

삶과 배려는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수신은 인간 본성을 발현하고 회복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인간의 자기 본래성은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신의 내면에 본래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수양에 의해 자기의 

존재 원리인 본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24) 유교사상에서의 배려윤리는 바로 자신의 인간 

본성을 충실하게 하며, 나아가서 자신의 충실해진 인간 본성을 발현하여 타인에게까지 미

루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에 한 배려가 결여된 현 사회에서 비인간화 되기 십상인 

현 인에게 퇴계의 삶과 배려는 추구해야 할 삶의 비전을 전하고 있다. 일생동안 쉬지 않

고 자기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충실히 하여, 그 사랑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탈현 적인 삶의 한 

22) 탈현대사회의 비전에 대한 논의는 필자가 참여하는 오래된 학문공동체인 동양사상과 탈현대연구회의 
관점을 토대로 한다. 대표적인 입장은 다음의 두 권의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홍승표. 2011. 동양
사상과 탈현대적 삶. 계명대학교 출판부. 홍승표. 2012. 탈현대와 동양사상의 재발견. 계명대학교 
출판부. 

23) 이현지. 2013. 유가적 삶의 탈현대적 함의- 敬堂 張興孝의 工夫論과 持敬의 삶을 중심으로. 유교사
상문화연구 54집. 334쪽.

24) 이상호. 2011. ｢유교 修養論의 도덕교육적 含意｣. 儒敎思想硏究 第45輯. 340-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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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둘째, 퇴계의 삶에 나타나는 배려는 진정한 배려에 한 귀감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서구의 현 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도 배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현 주의의 세계관에 의해, 그러한 세계관 아래에서, 배려는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드러내

고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배려는 가를 바라지 않으며 나의 마음

을 미루어서 상 에게 행하는 사랑이다. 이러한 배려는 퇴계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화를 

통해서 그 가치와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퇴계의 삶에서 나타나는 배려는 제자를 비롯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 한 인간적

인 존중, 일상적이고 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호의에 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깊

은 감사와 표현, 신분을 초월해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안는 관 함 등이다. 이러한 배려는 현 사회와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풍토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실현이 어려운 이상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현 주의가 지배하던 현 사회는 이미 사회구조적인 지표에서 와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프킨은 뉴테크놀로지의 발달이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

까운 사회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은 협력적 공유

사회의 시스템으로 탈바꿈을 요구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리프킨은 이러한 협력적 공유사

회를 현 사회의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협력적 공유사회의 도래는 인류의 선택

의 문제이지만, 특별한 계몽 없이 현 인이 선택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처럼 낙관하는 면

이 있다. 

그렇지만 인류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는 사회의 하부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인류가 어떤 공존을 지향하고 미래에 한 비전을 가지느냐에 따라

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퇴계의 삶에 나타나는 배려

는 인류가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한 지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현 를 넘어서는 탈현 적인 함의가 크다.

셋째, 퇴계의 삶에 드러나는 배려는 더불어 사는 지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탈현 적

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서구의 현 주의가 지배하는 현 사회는 공존보다는 경쟁을 부추

기는 사회이며, 공존을 위한 논리를 탐색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비추어볼 때, 공존을 위한 삶의 지혜로써 배려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배려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실현될 수 있으며, 근본적인 인간 존중이 토 가 되었을 

때 그 의미가 빛날 수 있고, 공감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 혹은 일상의 사소한 배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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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배려는 현 사회에 만연한 타인에 한 무관심, 냉 , 폭력, 불

신, 차별, 이기주의,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고, 공존하는 

삶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앞에서 유교사상의 배려윤리가 도덕윤리이며 사회질서를 위한 기초적인 바탕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듯이, 배려는 사회적 관계에서 예의, 예절, 예법 등으로 실천되어 사회적 질서

로 확 된다. 즉, 배려는 사회윤리와 도덕윤리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이 배려가 삶

에 차지하는 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존해야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공동

체적 삶에서 요구되는 삶의 지혜를 자기 삶에 체화하지 못한다면, 조화로운 공존을 하기

는 불가능하다. 현 사회에 드러나는 인류의 갈등과 분쟁은 공존의 지혜가 부족해서 초래

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퇴계의 삶과 배려가 가지는 탈현 적인 함의를 살펴보았다. 유가사상은 ‘충서’

로 배려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신을 통해서 

본성을 발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퇴계는 이러한 유가적 배려를 

일생동안 체화함으로써 500여 년 전 과거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현

인에게 실천적인 지혜로서의 모범이다. 유가적 메시지가 사상의 이론적인 면을 삶 속에

서 실천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확 되듯이, 배려 또한 유가사상에 내재한 철학적 기반

을 탐색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개개인의 삶에서 꽃 피워남으로써 그 의미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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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나눔’건축에 나타난 소통과 어울림

문  정  필

(동명대)

1. 문제의식

현  사회는 행정의 효율성 추구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라는 상호간의 가치 립이 일어

나고 있다. 이는 정보화 향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두 가지 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립

되는 원인이 된다.

첫째, 행정 효율성 추구는 인간사회의 편리와 효율을 목적으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정

보를 독점하는 국가적 권력과 새로운 산업사회 기술을 재정비한 글로벌 기업자본이 연합

하여 구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시작된다. 즉, 개인의 프라

이버시 보호가 상품화 되고 그 빌미로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위축된 인간은 일정한 

시·공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집합되고 조절된다. 이에 우리의 모든 몸짓과 의식은 감시

와 검열을 당하는 시 에 도래했다는 점에서 일상으로 돌아가 편히 휴식을 취하는 거주공

간도 예외일 수 없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사회는 보안을 이유로 감시 효율성의 

집합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유의 하나로 공동의 집합주거가 계속 건립되고 있

으며, 근간의 아파트 단지에는 입구를 조형화하여 강조한다. 이는 외부에 해 더욱 차별

화 되는 전략에서 배타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형태로만 발전시켜 주

변과 불통, 단절되는 주거문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 내 세 별 생활공간

이 범죄예방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

만, 종교시설이 전자식 잠금장치로 닫혀져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종교적 공간이 예배가 이뤄지지 않는 심야의 시간 조차 굳게 닫혀져 있다

는 점에서 추위를 거리에서 나야하는 노숙자들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한

다. 이는 잡상인으로 통칭되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자비롭지 못한 제스쳐이다.

현 사회는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의 말”1)과 같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지

구촌의 모든 인간이 정보로 소통되는 효율적 시 에 살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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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감시체제와 이로 인한 인간상실이나 굳게 닫혀져 통제되는 도시 공간 속에 살고 있

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의식은 합리적 효율과 계층적 집합을 추구한 결과라는 점에

서 서로의 감시와 불통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첨단화 되어 가는 도시구조에서 려난 단독주택지의 건물들, 그 사이의 좁은 공간은 

법이 정한 최소 규격에 지배되어 물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음습한 어둠을 드리운 행태가 

우리네 현주소다. 최단 동선의 건축은 효율만을 내세워 공간을 하나로 모았고, 그것 마져

도 끊임없이 내부화 하여 편리함을 내세웠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공간은 편리한 공간인

가? 근 의 합리화에 의해 설계된 편리한 공간은 진정하게 쉼을 위한 선禪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은 왜 닫혀져 선善한 공간이 되지 못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건축이 생산성만을 지향하는 기능적 측면이 합리화 

되다보니 진정한 휴식과 정감을 나누는 여유시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편리하지만 닫혀진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 땅에 존재했던 평화로운 전통적 내·외부의 공동체 생활을 조사해볼 필

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작은 채들이 모여진 우리의 전통건축이 주변 환경에 연속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소통되는 원풍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 

배경에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담과 중첩되어 외부적으로는 평화롭고 정적인 면을 띠고 있

지만, 명절이나 절기 때 일정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집과 집의 틈에서 나와 세계와 소통

하는 동적인 도시문화가 발동되었다. 특히, 관혼상제 때가 되면 문을 열어 놓은 채 외

부인이 들락거리고, 하나의 집이지만 분리된 채와 채 사이의 내부 공간은 분주해지며, 소

통되는 어울림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주거에서 잘게 나누어진 ‘채’를 조사하여, 이 채들의 배치 

양상을 고찰한다. 이러한 채 나눔 건축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행태를 분석하여 

어울림을 이끌어 내는 사회적 공간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건축에서 ‘채’의 정의와 공간성

‘채’란 전통적으로 집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우리네 전통주거문화는 농가용 주택도 본

1) 맥루언은 그 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1964)’를 통
하여 전기시대의 도래로 모든 미디어가 인간의 몸에서 확장되어 정보체계로 발전되어 모든 지구촌 사
람들이 소통된다고 했다(Marshall McLuhan, 2011: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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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와 외양간이나 곳간이 있는 별채로 나누었다. 본채는 안방과 방이 청을 사이에 두고 

분화되었다. 중류 이상의 전통 가옥은 사랑채, 안채, 행랑채, 별채(별당), 행랑채 등의 많

은 채로 구분했다. 이는 남녀의 거처를 구분하고 객이 찾아 왔을 때 사생활의 침해를 받

지 않으면서도 집안의 위계질서를 엄격히 하기 위함이다. 사랑채는 보통 집주인이 거처하

는 공간으로 손님이 와도 이곳에서 머문다. 안채는 여 주인이 사용하는 방으로서 집안 모

든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다. 가장도 중요한 결정이나 집안의 일을 시행 할 때는 안채에 

와서 결정을 하고 명을 내렸다 별채는 특별한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시집온 며느리나 

아니면 딸 혹은 별채를 사용하여야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안채 뒤에 마

련된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안채와는 자주 왕래하여 소통

한다. 행랑채는 보통 그 집안의 하인이나 집안일을 돌봐주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전통주택의 채는 주종主從, 주객主客, 남녀유별男女有別의 위계를 갖는 기능

이었지만, 이러한 채와 채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외부공간이 주어진다. 즉, 용도별로 

분화된 채와 채 사이에는 간격이 띄워진 외부가 존재하고 둘러싸이는 일정한 공간이 형성 

된다. 이러한 외부공간은 비가 오거나 추울 때 다소 불편하지만, 채와 채 사이에 확보된 

공간으로 자연을 리얼리티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과의 접촉은 현 사회의 복잡한 

틀과 규칙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공간은 

도시생활 속의 메마른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상

생활 속에 자연을 침투시킴으로서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소통과 어울림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건축가 이일훈은 채와 채, 그 사이의 외부공간을 공유와 분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나눔’이라고 했다. 즉, ‘채 나눔’ 이라고 건축을 언어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

통 집에서 채를 나누고(分離) 그렇게 떨어뜨려 생긴 빈 공간을 타인과 나눈다는(共有) 의

미로 해석했다. 그 배경에는 분리된 채로 인해 자연히 외기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아 불편

하지만 바깥공간과 접촉하여 내부공간이 외부공간으로 확장되고 늘려지는 주생활 방식이 

우리의 전통에 존재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은 위계적인 사랑채와 안채, 안채와 별

채,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에서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정을 나누고 어울리는 곳이라 했다. 

그리고 채 나눔 건축은 자연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매스가 잘게 분절되어 그들끼리 

중첩되어 자연적 공간이 침투하므로 자연의 스케일에 맞서거나 역행하지 않고 연속되어 

조화를 이루는 특성이 있다. 작고한 건축가 김수근은 전통건축의 채로 나누어진 중첩이나 

근 화된 서울 북촌의 한옥지붕들이 중첩된 전통적 경관 상을 예찬하면서 자신의 건축언

어로 한국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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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채 나눔’ 건축이 갖는 소통과 어울림에 한 사회적 표현

이 현 건축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승화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3. 전통주거에서 채 나눔과 어울림의 공간

본 절에서는 우리네 세 가지 전통주택의 예를 통해 채로 나누어진 공간이 어떻게 소통

되고 자연과 건축, 인간과 인간이 어울려지는가를 고찰, 해석한다.

  첫 번째, 하회 유씨 종가 양진당은 유성룡柳成龍의 가형家兄 운룡雲龍의 13 손인 

유시만柳時萬의 집이다. 양진당은 풍산류씨의 오랜 종택으로 조선중기(1600년 )에 건축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랑채와 연결된 솟을 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사랑채와 사랑

마당이 맞이한다. 행랑채에는 마굿간과 방, 부엌이 일렬로 배치된다. 사랑채에는 침방寢房

과 사랑방, 사랑 청이 일렬로 늘어서 구口자형평면의 안채와 연결되어 있다. 안채는 서

쪽에 안마당과 연결되는 별도의 중문을 통해 드나든다. 그런데 사랑채를 안채보다 뒤로 

배치하는 방법은 고려 때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2) 건넌방은 가운데 작은 

청을 두고 아래위로 나뉘어져 있고 부엌은 안방 옆인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그림 1, 2). 

사당은 사랑채 뒤에 따로 담장을 쌓고, 그 속에 제사공간을 두었다(우남철, 1986: 

149-153).  

  두 번째, 의성김씨 종가는 임진년을 맞아 소실되었던 것을 학봉 김성일 선생이 재건

했다. 집의배치는 지 서측에 구口자형 안채와 동측에 일一자형 사랑채가 행랑채와 부속

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집도 유교적 향으로 남녀 구별에 의한 공간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앞쪽에 늘어선 행랑채는 마루, 방, 문, 외양간, 광 등으로 구성되고, 여

2)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배치방법은 유교의 영향으로 사랑채가 안채보다 앞으로 나와 외부 손님들을 접
촉하는데 적절했고, 안채는 사랑채보다 뒤로 물러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1. 하회 양진당,전체 전경 그림 2.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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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문을 들어서게 되면 안채의 외곽부와 사랑채의 침방 앞이 되는 중간마당에 이르게 

된다. 이집의 안채와 사랑채에는 중문, 중간(행랑)마당을 거쳐 이르지만, 내객은 행랑채의 

문을 들어서지 않고 서쪽의 넓은 사랑마당을 통해 사랑채에 이르게 된다(우남철, 1986: 

162). 이집의 특성은 중간마당에 볼 때 사랑채가 안채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

다. 유교적 향을 받아 사랑채가 안채의 앞부분에 자리 잡는 것이 보통인데 조선의 사상

에는 위배되지 않았지만, 사랑채 만큼은 그 이전인 고려의 규범을 참조했다고 볼 수 있

다. 이집의 외부공간은 인상적이다. 그 이유는 중간(행랑)마당과 이어져 있는 사랑 안마

당, 안채의 규모에 비해 작지만 상 적인 비례를 짐작하게 하는 안마당이 있고, 사랑마당

을 거쳐 사당으로 가는 길이 지나치게 규범적이기 때문이다(그림 3, 4).   

세 번째, 묘동妙洞 박황씨가朴滉氏家는 박황朴滉의 5 조 박광석씨가 1747년에 건축한 

조선중기 건축이다. 광과 연결된 문간을 들어가면 석류나무와 함께 사랑채가 맞이한다. 

독립된 사랑채는 청과 방이 ㄴ자 평면을 이루고 ㄱ자 평면을 이루는 독립된 안채가 구

口자 마당을 형성하여 배치되었다. 안채는 사랑채 옆 중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안채의 부

엌 서쪽에는 곳간이 자리하고 있다(그림, 5, 6). 사랑마당 서측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있

고, 이곳의 일각 문을 들어서면 방지를 향한 별당에 이른다(우남철, 1986: 173).   

위와 같이 조선시  상류주택의 고찰에서 나타났듯이 한 집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을 따로 지어낸 우리네 한옥구조의 구조를 분석하면, 방과 방 사이를 청으로 떨어뜨리

고 동선을 늘려 불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내부와 외부가 연속되는 바깥공간의 

의미로 자연과 소통하는 어울림인 것이다. 채와 채 사이를 이동하면서 비바람을 맞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만나 소통하고 어울리는 행위를 하게한

다.

위의 예로 제사된 세 주택들은 유교적 특성 때문에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으로 인해 사

그림 3. 의성김씨 대종가 사랑채와 사당
그림 4. 배치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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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마당과 안마당은 분화되고, 이로 인해 공간의 성격도 남성과 여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엄격한 남녀유별 가운데 사랑채와 안채는 부부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어울림을 드러낸다. 

그 이유로서 양진당은 청으로 연결공간을 두었고, 의성김씨 종가도 사랑채의 청과 안

채의 청이 가장 짧은 동선 임을 알 수 있으며, 묘동 박황씨가도 사랑채의 사랑방과 안

채의 안방을 마주 보게 하 다. 이는 유교사회의 남·녀간 분화를 강조한 별채를 두었음에

도 부부간의 소통적 가치를 중요시 하 다는 점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부간의 어울림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채 뒤에 별도의 사당을 두는 것은 조상과 자손을 위계로 구분하고 주거에 공존

시켜 조상의 돌봄과 그 은혜에 예를 표시함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까지도 어울리게 한다. 

행랑채에 기거하는 하인들도 사랑채와 안채와 연결된 문간을 두어 남·여에게 주어진 일

을 분담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 의 상류주택은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이고 

내부적으로 개방적인 양상을 띤다. 따라서 채의 분화로 인해 개방감을 주었고 이로 인해 

소통의 어울림이 있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주택에서 확장된 채: 대사회적 어울림의 공간
   

본 절에서는 전통의 채 나눔 건축의 표현이 주거내의 인간적 소통에서 끝나지 않고  

인접지역 주민과 국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어우러진 예를 파악한다.

경주慶州 최준씨가崔浚氏家는 9 조가 본래 요석궁瑤石宮 터 던 지에 건축하 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700년 에 건축된 상류주택으로 볼 수 있다. 행랑방과 광으로 구성된 

행랑채의 솟을 문을 들어서면 사랑마당이 되고, 그 앞쪽에 사랑방과 사랑 청으로 구성

된 사랑채가 있다. 안채는 행랑채의 중문과 연결된, 부엌, 안방, 청 건너방, 작은 청으

그림 5. 박황씨가 전경

그림 6. 배치 및 평면도



‘채 나눔’건축에 나타난 소통과 어울림 : 문정필 _ 53 

로 구성되어 사랑채와 연결되어 있다. 사랑채 서쪽의 별당은 한때 서당書堂으로 사용하

다고 한다. 안채의 서쪽으로 사당이 있고, 안채의 부엌 옆에 우물이 있다(우남철, 1986: 

176). 

그러므로 이 집도 하회 양진당이나 의성김씨 종가와 유사한 유교적 배치기법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는 사랑마당 동쪽에 천석곳간

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을 다른 별칭으로 경주 최부자 이라고 하는데, 최치원의 

17세 손인 최진립과 그 아들 최동량이 터전을 이루고 손자인 재경 최국선으로부터 28세 

손인 문파 최준에 이르는 10  약 300년 동안 부를 누린 일가를 일컫는 말이다. 엄청난 

재산을 오랫동안 간직해 온 경주 최 부자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은 최 부자라고 불리는 

최준의 11 조인 정무공 최진립 장군이다. 1600년  초 경주 지방에서 처음 가문을 일으

킨 최진립 장군에서 광복 직후 모든 재산을 바쳐 학을 설립한 최준까지, 부자가 3  가

기 힘들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경주 최부자 집안은 무려 300년 12  동안 만석의 재산을 

유지했다. 이렇게 장기간 한 집안이 부를 유지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다. 천석곳간이 사랑마당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은 흉년이나 보릿고개 시절에 

이웃들이나 객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매김 했다는 점에서 민중을 위

한 나눔을 표상하는 사회적인 흔적이라 볼 수 있다(그림 7, 8). 집 외부와의 사회적 나

눔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 가문에 봉사적 가훈家訓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가훈에

서, 육훈六訓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양반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권력과는 일

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이다. 과거를 보라는 것은 학문으로 지적능력을 기르라는 가르

침이다. 진사는 조선시 에 소과(小科)에 급제할 수 있는 한계를 일컫는 것으로, 생원이 

그림 7. 경주 교동 최씨가, 중문에서 본 안채 그림 8.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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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선비로서 사회적 공인을 받는 그 다음단계의 의미다. 즉, 계급사회에서 부를 유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는 필요하나 권력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최부자 후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부에 한 

욕망을 절제해야 했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자 집들이 70% 정도 받

던 소작료를 40%로 낮추어 부의 혜택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 다. 이에 경주 일

의 소작인들이 앞 다퉈 최부자 집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며,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최부자집 재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물질적으로 나누어 소통하고 어울리는 

것에 선구자적인 실천이었다.

셋째, 과객을 후하게 접하라. 이는 지나가는 손님을 후하게 접하여 덕을 쌓고 인심

을 얻으라는 가르침이다. 과객過客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던 과객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지역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후한 접을 받았던 이들은 조선팔도에 이 집 인심을 

소문내고 다녔는데, ‘선을 쌓는 집(적선지가積善之家)이라는 평판으로, 동학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활빈당도 이 집 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넷째, 흉년에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의 불행을 치부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이 집은 이웃의 어려움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지 않

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웃이 어려울 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그들을 구제하는 데 앞

장섰다. 이런 금기는 ‘파장 때 물건을 사지 않는다’ 가 그것이다. 저녁 무렵이 되면 장날 

물건들은 값이 뚝 떨어지기 마련인데, 최씨 집안은 항상 오전에 제값을 주고 물건을 구입

하 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은 제일 질이 좋은 물건을 먼저 가지고 왔다고 한다.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

고 이웃과 나누라는 가르침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사방 백리를 살펴보면 동서남북으로 동

해안, 천, 울산, 포항까지 아우른다. 이 집은 춘궁기나 보릿고개가 되면 한 달에 약 100

석 정도의 쌀을 이웃에 나누어 주었고, 흉년이 심할 때에는 약 팔백석이 들어가는 곳간이 

바닥이 났다. 이 집에서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략 삼천석 정도, 그 가운데 천석은 

식구들 양식으로, 또 천석은 과객들의 식사 접에, 나머지 천석은 빈민구제에 썼다.

여섯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삼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조선시  창고의 열쇠는 안방

마님이 보관하는 시 라,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여자들의 절약정신이 중요했다. 이는 여

자들에게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자신들에게는 박하고 엄격하게, 타인

들에게는 후하고 자비롭게 했다. 또한, 보릿고개 때는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못하

게 했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교육받은 후손들이 재산을 낭비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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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이 교훈이야말로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이러한 육훈과 같이 자신의 몸을 닦는 수신(修身)인 육연六然도 가훈에 같이한다. 육연

은 첫째,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고(자처초연自處超然) 둘째, 남에게는 온화하게 하며(

인애연對人靄然) 셋째,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가지고(무사징연無事澄然) 넷째, 일을 

당해서는 용감하게 처하며(유사감연有事敢然) 다섯째, 성공했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하

고(득의담연得意淡然) 여섯째, 실의에 빠졌을 때는 태연히 행동하라(실의태연:失意泰然) 

이다. 

최부자집 부의 나눔은 마지막 부자인 최준의 에 와서 300년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된

다. 이때가 사회에 한 공헌의 절정기 다. 최준은 조선국권회복단과 한광복회에 관

계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상해임시

정부에 평생 자금을 지원한 독립 운동가 으며 오늘날 남 학의 전신인 구 와 청구

를 설립한 교육 사업가로서 우리의 근 사에 독특한 족적을 남겼다. 따라서 지금은 비

어있는 천석곳간이지만, 그 곳간채가 갖는 상징성은 보릿고개와 흉년 때 나누고 소통하는 

사회적 어울림에서 나아가 민족 수난기의 위기에 큰 힘이 된 표상이었다.

5. 현대건축의 채 나눔과 어울림 

전통의 채 나눔 건축기법에는 분리된 건축에서 다소 불편 하더라도 바깥공간에서 소통

한다는 교훈이 깃들어 있다. 외기와 접하지 않는 건축물 안에서 편안한 환경으로 지내는 

것은 건축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최단 동선의 효율만을 내세워 공간을 하나로 모아 내부

화 하여 편리함을 내세운 건축이 과연 좋은 건축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현  건축가 들이 

있다. 이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부공간을 외부공간으로 확장하고 동선을 늘려서 설계

하는 불편함의 미학이 깃든 건축언어를 표현한다. 그것은 한국의 이일훈과 일본의 안도 

타다오 건축언어에서 나타난다.

먼저, 이일훈의 건축은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한 집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을 따로 

지어낸 우리네 한옥구조를 상상하게 한다. 그의 건축언어는 방과 방 사이를 떨어뜨리고 

동선을 늘려 불편하게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내부를 외부로 끌어내 바깥공간의 의미

를 새롭게 인식하자는 건축철학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의도된 설계는 극단의 경우 방과 

방 사이를 이동할 때 비바람을 맞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만나고 또 길(街)과 집(家)이 하나가 되어 공유되고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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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그의 ‘가가불이街家不二’는 나눔에 기조로 도출된 건축이

다. 이는 ‘하나인 동시에 둘이 존재하는’ 또는, ‘둘인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는’ 불이(不二)

건축의 의미를 살려 전통건축의 채 나눔을 구현한 건축이다. 가가불이는 도시의 다가구 

주택으로 44평의 땅에 두 채로 나누고 가운데 중정을 만들었다. 두 건물은 층마다. 복도

나 구름다리로 연결된다. 세 의 방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재로 가려면 신발을 신고 나와 

옥상으로 올라간다. 동선이 늘어지면서 외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건

축공간에 자연, 인간이 공존된다. 1층 에서는 외기에 접하고 중정의 화단이 있는 주차장

이 있는 곳이지만, 낮 시간 에 차가 빠져나가면 주변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로 공

간을 나누게 된다.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이웃과 나눔으로써 주변과 어울림의 공간

을 만드는 것이다(그림 9, 10, 11).   

한편, 일본에서 태어난 타다오(安藤忠雄, 1941-)는 동양사상적 배경에서 자연환경에 

한 관심과 근 성에 한 비평적 바탕에서 콘크리트 건축에서 자연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

다(안도 타다오, 2009). 타다오는 근 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부분을 버리고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인간상을 비판하면서 전통과 자연이 깃든 

원풍경原風景을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안도 타다오, 2011: 

354-356).

타다오의 스미요시 나가야 주택(Sumiyoshi, 1976)은 획일화된 구획으로 과 한 일본의 

근 적 가로에 좁게 접면 된 폭에 깊은 길이를 가진 직사각형 부지에 직육면체 콘크리트

로 구축되었다. 타다오는 도로면에 오직 입구만 두어 창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는 콘크리

트의 추상적 공간을 내부에 개방적이고 구상적 생활환경을 충돌시켰다. 그것은 콘크리트

의 네모상자 중간에 중정을 두고 1층은 입구와 거실, 안쪽에 주방, 식당, 욕실, 2층은 침

실과 중정을 가로지른 브리지로 자녀 방을 두었다(그림 6). 이렇게 되면 주택 한 채에 중

그림 9. 가가불이 외관 

전경

그림 10. 자연과 최대한 

접하고 동선을 늘어뜨림

그림 11. 주차와 병행, 공용 

공간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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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중정을 두는 두 채의 건축이 구현된다. 두개 층이 뚫려있는 중정은 하늘만 향한 채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자연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된다(그림 12, 13, 14).  

가족들은 비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화장실에 가야하므로 때때로 혹독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타다오는 근 로 인한 인간의 기계적 편리함과 진정하게 자연을 체험하면서 느

끼는 쾌적함은 다르다고 말했다(안도 타다오, 2009: 31). 그가 추구하는 쾌적함이란, 근

건축에서 잃어버린 서민생활의 추억을 느끼게 하는 생생한 현실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정을 통한 집은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어 자연의 감상과 가족들이 그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어울림을 과 한 도시 속에 회기 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일훈과 타다오의 주택에서도 전통적인 채 나눔의 원리나 개념으로 서로가 소

통되고 어우러지는 공간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현 건축에 전통적 나눔 공간이 자연과 건

축, 인간과 인간의 소통으로 어우러지는 가능성을 감지하 다.  

6. 나가면서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이웃들의 거주공간을 만들어주는 해비타트 운동과 재능을 기부

하고 재산을 나누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다.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정착을 

돕는 건축 공간 만들기에 자금, 기술 노동력 기타 여러 유형의 기부형태가 모여 나날이 

쇠퇴해가는 휴머니즘의 새로운 탑을 쌓아가고 있다.   

산업사회가 힘을 중심으로 생산성 증 를 꾀하는 사회 다면 정보화 사회는 정보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 중심의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중시되었던 힘의 논리

와 획일성, 표준화, 효율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정보력과 다양성, 개성 및 창의력을 중시한

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는 주체적이면서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인간형을 높게 평가

그림 12. 식사실에서 본 

중정

그림 13. 외기에 노출된 

중정

그림 14. 스미요시 나가야,

1,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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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일정한 시·공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집

합되고 조절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의 하나는 공간

을 무작정 편리하고 효율적 가치로만 몰고 가지 말고 인간의 의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다. 

도시 내 생활공간이 프라이버시나 범죄예방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잠금장

치로 닫혀졌다는 것은 불통을 의미한다. 도시에서 건축의 외부공간은 더 이상 사적인 소

유공간이 아닌 것이며 공공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와 기존의 단독주택지의 

경계도 허물어야 하며, 나아가 게이티드 아파트의 개념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

계 허물기로 인해 어메니티가 발굴될 수 있는 장소성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하며, 이러

한 공간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지역민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노숙자를 교화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또는 종교단체 차원에서 노숙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곳도 더러 있지만, 아직 세상은 어둠의 장막이 넓게 드리워있다. 좀 더 많은 곳에서 

공간을 개방하고 나누는 빛이 발하기를 염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 나눔’ 건축 기법은 기존의 건축물이나 앞으로 탄생될 건축물의 공간에 비집

고 들어가 전통의 향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적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보화시 에 사회적으로 표상되는 미디어의 가치로서 건축을 소통적 공간으로 논하

기가 난해하다면, 전통적 공간의 계승 차원에서 그 교훈에서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분

명히 정의하고 이를 발전시켜 현 화로 드러내야 정서적 어울림이 일어나는 정보가 생성

될 것이다. 나아가 흉년이나 보릿고개가 있었던 전통건축의 채의 의미가 나눔의 채로 소

통되어 사회적 어울림이 있었다면, 우리네 정보화 사회에서도 이일훈과 타다오의 건축

언어 이상으로 진정하게 나눌 수 있는 ‘채’의 가치는 무엇인지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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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 소고1)

최  우  영

(전북대 사회학과)

유황불, 장작불, 쇠꼬챙이...아! 정말 웃기는군.

쇠꼬챙이도 필요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장 폴 사르트르, “닫힌 방”).

1. 어울림의 규범적 아우라?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수사적이고 시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렇다고 그 

뜻이 모호하고 막연하지만은 않다. 부분의 사람들은 어울림에서 조화, 결속, 통합, 집단

성 등의 느낌을 갖는다. 이 느낌이 타당하다면, 어울림에는 꽤나 분명한 사회학적 함의가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어울림이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이 존재들

이 합쳐져 전체적으로 더 큰 하나를 이룬다는 뉘앙스도 감지된다. 여기에서 뒤르케임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지나친 일일까? 

분명 어울림이라는 우리말에는 조화, 친화, 연 성 등의 함의가 느껴진다. 거기에다-엄

히 표현하기 어렵지만-어울림은 한국 특유의 흥취와 아름다움의 느낌까지 함축하고 있

다. 유희적 성격과 미학적 성격이 그야말로 함께 어우러져 있다. 어울림이란 말은 인지적, 

미학적, 규범적 성격이 두루 포괄되어 있는 한국 특유의 사회학적 용어라고 할 만 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어울림이란 말은 그 긍정적(?) 용례 탓인지는 몰라도 그저 가치

중립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인 용어로만 쓰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미학적 의

미로 쓰이거나, 여기에 더하여 규범적인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조화, 질

서, 통합을 강조하거나, 구체적으로 집단(의식)을 공유, 강화, 확산시키기 위해 어울림이 

‘규범적’으로 권장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목격한다. 공식/비공식, 거시/미시 역을 가

리지 않고 말이다. “함께 어울려 하나되는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본 말인가? 

1) 미완성의 연구note에 가까운 글이므로 혹시 모를 인용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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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어울림은 하나의 슬로건이자 규범적 지침이 된다. 이는 어울림이 그 슬로건의 우

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된(될 수 있)다

는 뜻이다. 어울림의 호소는 규범적 아우라를 동반한다. 경험적으로, 이 규범적 호소력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어울림이 가지는 아우라의 힘을 말해준다. 

필자가 주목하는 동시에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목이다. 규범의 

아우라를 등에 업고 정언명령처럼 행사되는 어울림의 호소들, 특히 그 근원에 드리워진 

존재론적 ‘억압’의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은 이른바 ‘어울림’에 내포된 당위적 규범

성과 그것을 통해 작동하는 억압성과 정치성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시도

이다. 필자는 규범의 얼굴을 한 숱한 어울림의 논리가 본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통제)하고

자 하는 신학적(종교적) 논리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려고 한다. 어울림(혹은 

조화, 결속, 통합, 집단성)에 한 보편적 비판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울림에 한 요구가 

지극히 당위화된 한국사회에 이러한 비판의 적실성은 더욱 커 보인다.  

          

 2. 존재들의 만남과 긴장; 맞물림과 엊물림

명제 a. 유황불, 장작불, 쇠꼬챙이......아! 정말 웃기는군. 쇠꼬챙이도 필요없어. 지

옥은 바로 타인들이야(장 폴 사르트르, “닫힌 방”).

명제 b. 철수가 홀로 산속을 걷고 있다. 물이 세차게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을 따

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다.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눈을 사로잡는 아

름다운 풍광을 홀로 감상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기분이 든다. 철수

는 이 산과 바위, 강과 호수,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풀잎 하나까지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과 같은 주체로서 존재한다. 철수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 모든 

것이 오르지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이 세계가 자신의 관점에서 존재한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머리보다 높게 치솟은 바위를 돌아 내려가는 순간, 철수는 저 멀리에

서 계곡을 따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낯선 사람을 발견한다. 철수는 깊은 

초조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바로 이것이 그 무서운 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타

자가 미처 철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타자가 등장한 것만으로 철수의 상황은 

일변한다. 타자가 등장함에 따라 철수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

한다. 철수가 마음 로 판단하고 평가하던 그 완전하고 광 한 상황에 새로운 평가

자, 새로운 가치 부여자가 등장한 셈이다. 이 새로운 평가와 가치는 철수의 것과 다

르며, 철수의 손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다. 철수는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타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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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장한 지금 철수의 중앙집권은 해제되었다. 세계는 타자를 향해 재편성되었으며, 

철수가 모르는 의미들이 타자가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이 ‘타자’는 철수의 

세계를 빨아들이는 '수챗구멍’이다(게리 콕스,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명제 c. 사람의 본질은 본질이 없다는 것이다(시몬 드 보부아르).

우리는 타자와 어떻게 만나는가? 홉스(Hobbes)의 자연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자가 

우리에게 주는 ‘긴장(감)’은 불가피하다. 태초의 인간이 최초의 감각을 통해 느낀 타자에

의 반응이 바로 긴장일 것이다. 명제 b에 나타난 철수의 긴장이 바로 그것이다. 공동생활

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긴장은 점차 규범을 통해 조정되고 은폐된 듯 보이지만, 우리의 근

원에는 여전히 존재론적 긴장이 웅크리고 있다. 아니 문명과 사회는 오히려 존재론적 긴

장에 규범적 긴장을 씌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른다.  

인간은 타자와 물리적, 인지적, 의미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교섭(interaction)한다. 교섭

은 위에서 말한 긴장의 과정이기도 하고 친 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양 

측면이 다양하게 섞여있는 과정이다. 인간은 실상 타자와의 ‘친화’와 ‘적 ’, 다시 말해 

‘맞물림’과 ‘엊물림’의 아날로그적 스펙트럼 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이다. 동시에 

인간은 적어도 이 스펙트럼 위에서 어느 하나로 고정될 수 없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여타의 어떠한 스펙트럼 위에서도 항상 아날로그적으로 존재하며, 그 또한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견지에서 인간 존재의 고정된 본질을 부정하는 보부아르의 ‘명

제 c’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다. 

타자와의 긴장이 극적으로 표현된 ‘명제 b’를 존재론적으로 언명한 것이 ‘명제 a’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르트르의 이 말이 규범적 차원에서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핵심을 찌른 일갈로 보인다. 필자는 인간에게 깃든 이 존

재론적 긴장을 규범적 맥락과 분리시켜야 하며, 그 긴장을 담담히, 그러면서도 적극적으

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이 곧 지옥”이라는 언설은 규범적 백안시의 

상이 아니라 인지적 차원에서 중립적으로 수용해야 할 엄연한 존재의 상황 인식(의 하

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지옥이라는 사르트르의 선언은 우리의 규범적 감정을 불편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다보니 도덕과 종교와 이념이 즉각 이를 만류한다. 정확히는 이러한 장

치들이 “타인-지옥” 명제를 규범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찍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동조하면서 도덕과 종교의 이상(Ideal)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이를 자

신있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면 나와 타자 사이의 존재론적 긴장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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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화, 협력, 공동(체)에 한 호소와 그것에 

한 이상화(idealization)가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도덕과 종교의 핵심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어울림’이라는 사실이다. 어울

림은 우리의 객관적 존재 상황인 ‘긴장’을 애써 부인하고 은폐하면서 그것을 환상적으로 

해소하려는 도덕과 종교의 한 정치적 표현이다.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는 어울림의 목소리

가 필경 일정한 집단을 준거로 하여, 명시적, 암묵적 지향과 목표 그리고 경계와 성원 자

격(citizenship)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긴장과 차이는 이 정치적 목소리 앞에

서 규범적 지탄의 상이 된다. 하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기만(bad faith)’을 속성

으로 한다. 그것은 엊물림과 긴장을 그 자체로 승인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反규범화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인간 존재의 독자성을 있는 그 로 직시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

나 오랫동안 이 정치를 도덕으로 포장해왔다. 

     

         

  3. 완전한 어울림의 환상; 종교, 사랑, 어울림의 相同性

명제 d.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단히 고귀하고 이타적인 척하지만(“나를 필요로 하

면 언제든 달려갈게”) 실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쟁이일 뿐이다. 사랑에 빠져 타인을 

소유하고픈 사람은 그에게 자신이 온 세상 전부이기를 바란다. 그 타인이 사는 세상

의 의미와 목적이 되기를 바란다. 그의 삶 전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 

돌아가기를 바란다.....진정한 사랑이란 쌍방이 ‘독신’으로 남아 있으면서 서로에게 어

떤 감정도 요구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자유로운 사랑일 때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게리 콕스, “이기적 삶의 권유”). 

명제 e. 옛날엔 진정한 삶-진정한 공동체 속에 살면서 진정한 음악을 듣고 진정한 

음식을 먹고 진정한 문화에 참여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은 그 진정성을 잃었다는 식

의 동화같은 전제 자체를 나는 부인한다(앤드류 포터,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포이어바흐의 종교 비판은 수많은 종교비판론 중에서도 백미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성과 한계상황에 절망한 나머지 ‘완전’에의 강렬한 희망을 우주에 투사한다. 

투사된 완전(projected perfection)을 인격화한 것이 곧 神이고, 그 신을 통한 세계의 연

역적 해석 체계가 바로 종교이다. 이것이 신과 종교의 기원에 한 포이어바흐의 설명이

라면, 그의 종교 비판은 이 투사된 희망의 정치성을 폭로하는데 집중된다. 완전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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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를 두른 이 허구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숭앙하면 숭앙할수록 인간은 소외된다

는 것이다. 완전을 희구하면 할수록 스스로는 불완전해지는 역설! 프로어바흐는 無와 허

구적 이상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지금 스스로의 모습으로 生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말한

다. 

사랑에도 꼭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나 기든스가 시사하듯 ‘낭만화된 사랑’에

서 그렇다. 사랑(Eros)이 원한 생의 에너지다 보니 여기에 理想(환상)이 더욱 잘 결합된

다. “ 원히 나(너)의 것”, “너없이는 살 수 없어”, “나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이러한 낭만적 언설에 문학과 드라마의 劇化 작

용까지 가미되어 사랑은 그야말로 극적이고 원한 생의 장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극

적이고 원한 사랑은 포이어바흐가 말하는 완전에의 희구의 결과로서 정확히는 환상이

다. 이 환상이 강하고 절 적일수록 현실의 사랑은 초라하고 그 속의 우리도 늘 초라하

다. 이 초라함이 완전한 사랑에의 희구를 더 크게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는 더 자주 더 깊게 좌절한다. 그런 점에서 극화된 낭만적 사랑은 物化된 사랑으로 포이

어바흐가 말하는 종교만큼 소외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명제 d의 화자는 사랑의 관계 역시 본질적으로는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부딪히는 긴장

의 관계임을 주장한다. 이 긴장을 외면하면서, 이 긴장과 정직하게 면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사랑이 어떻게 변해(봄날은 간다)”-이상적 

사랑을 쫓아가는 것은 소외인 동시에 자기기만일 수 있다. 어울림도 마찬가지이다. 이상

화되고 규범화된 어울림은 환상일 수 있으며, 여기에다 정치화된 어울림은 명백히 억압이

다. 그런 점에서 명제 e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과잉규범과 환상의 함정을 적절히 환기시

켜준다.       

              

4. 어울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을 제안하며

명제 f. (유교의 도리도, 기독교의 사랑도: 필자 첨),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역사적 

책무도,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런 것처럼 믿음의 진술에 가깝다(데럴 레이, “신들의 

생존법”).

명제 g. 인간은 (마치 거미처럼) 자신이 뿜어낸 의미의 그물에 매달려 있는 존재

이다(클리포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76 _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나눔과 소통, 어울림

명제 h. 하이데거는 “죽음은 현존재는 가장 자기다운(ownmost) 가능성"이라고 말

한다...진정으로 죽음을 향한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에서 자신의 시

간이 유한하다는 사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게

리 콕스,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i. 己所不欲 勿施於人(공자, “논어”).

j. 지금까지 자연법에 관한 연역적 추론을 너무 세 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아무리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이 글은 어울림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중층적 함의, 그 중에서도 특히 규범적, 정치적 

함의에 한 메타이론적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어울림에 한 호소가 규범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존재들 상호간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기능적 작용의 산물이다(최근의 진화론적 

이론들이 여기에 한 중요한 전거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적 힘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볼 때) 개별 존재의 독자성과 그들 간의 차이를 부정하게 한다. 그러

기에 이 힘은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여기에 깃든 자기기만과 억압의 문제를 

주시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결코 정치를 벗어날 수 없다. 무인도에서 (인간) 타자와의 

긴장에서 벗어나있던 로빈슨 크루소가 어느날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경악한 것은 이런 점

에서 긴장과 정치의 재소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으로 굳이 되

돌아간 것은 결국 어울림의 호소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며, 다른 면에서는 정치를 그리워

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명제 f에 표현된 것처럼 절 화된 규범, 절 화된 가치의 억압성과 폭력성을 경

계한다. 기독교, 이슬람, 유교 등의 종교가 특히 그럴 여지가 많거니와 맑스주의나 민족주

의 같은 이념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이들은 곧잘 완전을 희구하면서 다같이 

완전할 수 있고 완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담긴 규범적 호소력의 이면에는 역설적

으로 폭력(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나아가 이는 규범을 매개로 한 당위적 진술로서 

이것이 존재를 설명하거나 반 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존재를 정확히 보지 못한 동

시에 왜곡시키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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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명제 g가 절묘하게 표현한 것처럼 의미의 존재이다. 하지만 그 의미의 출발은 

(사회학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에서 볼 때) 개별 존재에서 비롯된다. 명제 h는 

이러한 사실을 죽음이라는 절  명제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한다. 도 체 누가 죽음을 

신 죽을 수 있는가?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고유한 자기다움의 근원이며, 이 죽음에 

매달려 있는 우리 각자는 철저하게 고유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

와 도덕과 이념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울림의 호소는 원초적으로 긴장의 씨앗

을 품고 있다. 어울림이 남발되고 어울림이 지극히 당위화되었다면 더더욱 여기에 한 

근원적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규범과 당위에 의거할 때, 나아가 스스로가 규범과 당위의 화신이라고 자신할 때 우리

는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타자에게 (자신하는 그 무엇을) 권유하고 요구한다. 종교와 이

념과 도덕이 그것을 강하게 지원하고 있을수록 요구의 농도는 더 짙어지고 절 화된다. 

이를 인간 존재에 한 ‘최 주의적 입장’이라고 하자. 그럴 때 필자는 여기에 비되는 

뜻에서 ‘최소주의적 입장’을 주장하고자 한다. 규범과 당위는 너무 크고 많은 것이다. 우

리들 인간 존재는 이 너무 크고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재차 말하지만 ‘자기기만’이다. 그런 점에서는 최소주의를 인정해야 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 어울림도 마찬가지이다. 어울림은 충분하고 당위적인 요구가 아니라 여분의 요

구이다. 여분의 선택의 상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명제 i는 필자의 이러한 입장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금언이다. 다만 

이것 이상을 요구하는 공자의 모든 가르침은 경계해야할 최 주의적 입장으로 보인다. 우

리는 가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혹은 그 어떤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서로에

게 요구해왔다. 악명높은(?) 홉스가 명제 j에서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너

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우연이었을까?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나눔과 소통, 어울림 ]

‘승자독식 시대’의 나눔을 위한 동양 

정치사상의 재발견

발표 : 오 세 근 (동신대)

토론 : 김 보 경 (계명대)





‘승자독식 시대’의 나눔을 위한 동양 정치사상의 재발견 : 오세근 _ 81 

‘승자독식 시대’의 나눔을 위한 동양 정치사상의 재발견 : 
제국주의 시대의 독점에 대한 나눔으로서 호치민(胡志明)의 정치적 

실천이 지닌 의미 검토를 실마리로 해서   

오  세  근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Ⅰ. 문제의 설정: 나눔이라는 욕구 생성의 근원으로서 독점과 독식
 

‘시방(十方) 지금’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개념으로 포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다양

한 입장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공론장의 구조변동(J. Habermas), 위험사회(U. Beck), 유

동하는 근 (Z. Bauman),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R. Sennett), 불안 사회(H. Bude), 

피로 사회(한병철), 호모 사케르(G. Agamben) 등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이

론이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는 문제 상황과 지양의 해법은 동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개

별적인 지적 생산 활동과 실천 방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관심사는 ‘인간성과 인격의 위

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본성을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생활 문제의 생성과 그에 수반하는 부정적 향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떤 개혁이나 

실천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에 인식과 관심의 뿌리를 함께 둔 지적 

고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사회에서 인간성과 인격의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발현하고 있는가를 몇 가

지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 및 가족의 생존과 재생산에 필요

한 생활자료 획득에 가장 큰 향을 끼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의 양극화 상황은 문제 분석의 출발점이 된다. 2001년 360여만 명(26.8%)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4년 600만 명(32.4%)을 넘어섰다. 노동계는 이미 2008년부터 7년째 800여

만 명(45%)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기업 복지혜

택은 열악한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외환 위기라고 부르는 ‘1997년 

공황’ 이후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 형태도 갈수록 직접 고용보다는 계

약직, 파견직, 용역직 등 불안정 고용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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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경향신문, 

2015년 8월 24일자). 저임금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제 받는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63시간이다. 멕시코의 2,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물론 연장근로 허용시간(주 52시

간)도 초과해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장시간 임

금 노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 생계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어느 정

도인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월 임금 중위 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 근로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4년 기준23.7%이다(통계청, 2015). 노동시장에서 고

용 불안정과 저임금의 편재는 사회 구성원의 빈곤으로 직결된다. 2011년 기준으로 정부

가 책정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 적 빈곤자’의 비율은 12.0%, 중위 소득자의 

50% 미만인 ‘상 적 빈곤자’의 비율은 17.0%이다. 그런데, 201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수급자는 약 147만 명(85만 1천 가구)으로 전 인구 비 수급률 2.9%이다. 따라

서 최저생계비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절  빈곤자의 9% 정도는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은 개별적 경제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인구 재생산, 주거 문제, 삶의 의지 등 전체 사회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 우선, 생

활상의 어려움은 결혼을 늦추거나 못하게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주저하게 하여 저

출산 현상을 낳는다. 2014년 합계출산율은 1.17로 2011년 합계 출산율은 1.24명보다도 

더 낮아진다. 다음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3%

이다. 생활 곤란은 그 임계점에서 삶의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가운데서도 노후 생

활의 불안정으로 인한 노인의 높은 자살률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중위가구 소득의 

50%가 안 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5.1%나 된다. 이는 OECD 국가 노인의 평

균 빈곤율 13.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노후 궁핍에 사회적 관계의 배제, 우울증 

등은 서로 섞여 노인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의 노인인구 10만 명 당 자살

률은 2010년 기준으로 20.9명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80.3명이다(경향신문, 2013년 2월 

27일자). 

이와 같은 삶의 불안과 위험이 특정한 계층이나 연령, 한정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

리 사회 부분 사람들이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라는 것은 

한 신문의 창간 기획 취재 기사의 목차만을 훑어보아도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행복

을 잃은 아이들, 미래 없는 청년들, 노동 천민 비정규직, 집값에 떠도는 전세 난민, 빚 권

하는 사회, 병원가기 두려운 돈이 곧 목숨인 현실, 은퇴 후가 고통인 노인들, 깨진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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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이다(경향신문, 2015년10월6일자-11월12자). 이 기사는 인간성과 인격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을 허기진 군상이라는 상징 언어로 유비한다. 허기진 군상은 각자도생(各自圖

生)해야 하는 황민(荒民)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각자도

생의 황민은 제 배 채움을 위한 만인의 만인에 한 경쟁 상태로 들어서고, 그 경쟁의 승

자가 내기에 걸었던 사회적 부와 권력과 위세를 독점하고 독식하는 사회가 된다. 경쟁의 

패배자나 낙오자는 인간성을 지닌 인격이 아니라 사회적 무용물로 평가받아 존재해도 존

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다. 물론 1948년 ‘근  국민국가’를 형성한 이래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은 빈곤과 격차 사회의 해소, 사회적 배제 완화를 통한 ‘공화국 시민’으로 통합하

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적 권리를 옹호하려는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생활 관련 기본통계 수치는 새

로운 사회적 위험과 삶의 불안정 문제 해결에 현재의 정치 구조와 정치 담당 세력의 정

책 응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치 부문의 무력함 혹은 자본 편향적 국

가 정책에 한 반작용은 새로운 삶의 욕구를 생성한다. 이를테면 분배, 재분배, 무상 의

료, 무상 보육과 급식, 반값 학 등록금, 청년 수당, 기본 소득 등으로  상징되는 ‘나눔’

에 한 관심이 갈망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치 세력과 정치 행위는 나

눔에 해 갈망하는 ‘천하무도’의 세상을 잘 수습하고 바로잡아 ‘치세’로 삶의 터전을 바

꿔가는 데 실효적이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이런 난세가 조성된 진원지를 좀 더 깊게 파고들면 자본의 가치증식과 이윤확

, 사적 욕망의 극 화 추구로 인한 독점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른바 1%에 

의한 99%의 지배이다. 이 점에서 사적 욕망 주체 사이의 무한 경쟁을 승인하고, 합리적 

사회 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시장에서 승자가 부와 권력과 위세를 독식하도록 하는 현재의 

정치 형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근  국민국가 형성 이래 자유·평등·

연 의 일정 성취를 전제로 하면서도 ‘자본제적 독점’을 해소하는 사회적 관계 형식을 ‘자

본제 밖’의 정치사상으로부터 디자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바로 유교가 ‘오래된 미래’이다. 유교는 무도한 세상에서 도리가 있는 세계를 넘어다보

는 사상이다. 유교는 춘추전국 시  500여 년에 달하는 전쟁과 살육과 헐벗음의 시 를 

벗어나 사람의 길을 찾으려는 지적, 실천적 궁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공자와 맹자의 주

유천하는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은 부모를 죽이는 패륜,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예악과 도덕이 타락한 광란의 시 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었다(오

세근, 2013: 82-88). 그 시 적 책문(策問)에 한 해결 방안 제시의 중심에 유교 정치

가 존재한다. 유교에서 정치는 난세를 가져오는 독점과 독식을 바로 잡아 사람의 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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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도록 하는 핵심적 방책의 하나이다. 권력을 무한정 늘려 사욕을 채우려는 도구로서

의 정치, 형벌과 억압을 늘려 백성의 말길을 막아 지배층의 독점과 독식을 온전히 지키려

는 억압 기제로서 정치가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접하는 인간성과 인격의 회복이 유교 

정치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교 정치가 지향하는 가치 실현은 저절로 그

러하게 주어지는 순수한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순환이 아니다. 각각의 나라와 시 에 각

인된 인간 생존 조건의 부조리함을 역사적 책무로서 깨닫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문

제에 치열하게 결하는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정치행위를 통해 획

득하는 것이다.    

이 글의 의도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승자독식이라는 불균(不均)을 시정해 

고른 삶의 결이 펼쳐지는 사회를 열기 위한 정치적 디자인은 어떤 내용과 방향에서 구상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나아가, 균분이라는 욕구가 가시적인 나눔으로 발현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간적 동원과 실천을 필요로 하는지를 베트남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다. ‘베트남(越南)’은 자본주의적 근 화 과정의 세계 체제의 모순, 강 국과 약소

국, 제국과 변방, 인륜과 패륜, 왕도와 패도 속에서 나눔의 시 적 방향과 내용을 스스로 

쟁취하려는 인간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인간성과 인격을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들의 중

적 정치 동원이자 정치적, 군사적 실천을 기획하고 이끌었던 중심에 호치민(胡志明)이 자

리한다.    

Ⅱ.‘나눔’ 연구 실행을 위한 분석 틀    

이 시 에 나눔 연구가 필요한 배경과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 다. 여기서는 

나눔 문제에 접근하는 기존 사유 방식의 제약성을 짚어보고, 나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데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생각해 본다.   

삶의 위기가 사회 전체에 깊고 넓게 퍼질수록 그를 벗어나기 위한 방책으로 흔히 운위

되는 것이 나눔이다. 그런데 정작 나눔의 메시지를 발화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부분이다. 나눔의 긴요함을 역설하는 사람은 사회적 위기를 

관리하거나 조종하여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득과 

향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키우고자 하는 기득권층 혹은 그 이데올로그이다. 그런 이유로 

당 의 지배 세력과 그들의 독식을 옹호하는 지식 분자들이 강조하는 나눔은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상황에 규정되는 특정한 나눔을 의미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보다는 독점이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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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필연적 부수물인 사회분열이 몰고 올 극단적 사회 파국을 두려워하는 유산계층이 무

산계층에게 구사하는 정치적 포섭과 동원의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회 상황을 개혁하려는 인륜성에 한 자각이나 정책 구상의 결실로

서 나눔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의 부조리에 한 다양한 이의 제기와 정치적 개선의 요구

를 사상한 채 나눔을 요구하는 사회 계층의 비판적 판단 능력과 집단적 결속을 흩뜨리려

는 언어적 회유이거나 통제의 슬로건이다. 특히 정치적 슬로건으로서의 나눔은 독점과 독

식으로 인한 사회 분열의 임계점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

서 슬로건으로서의 나눔은 결국 탈정치적인 언설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눔이라는 현상을 다룰 때 사회학 혹은 사회사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

인가. 당연하게도 나눔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파악해야 

한다. 우선 나눔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역사적 시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나

눔이 필요하게 된 삶의 조건이 배태된 연유는 무엇이고, 지금 발현하고 있는 나눔 욕구는 

그 이전의 욕구와 어떻게 다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족된 나눔은 다시 어떠한 나눔 

욕구를 생성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달리말해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나눔의 상 규정과 방식은 모든 시 를 관통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나눔은 생활 물자

의 생산방식이나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반 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요인의 규

정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어서 나눔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려고 할 때 나눔의 내용과 형식을 틀 짓는 모

멘텀으로서 정치와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너무 자명한 언설이지만 나눔에 한 

욕구 생성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 집단, 조직 사이의 힘의 

관계에서 파생한 일상생활의 위기에 연원을 두고 있다. 요컨  나눔을 필요로 하는 생활

조건의 발현은 생활 자료의 독식이나 정치적 의사 결정의 독점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 역시도 의도적인 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자본제 이전 사회에서 독점이나 독식

은 신분이나 군사력에 의지한 물리적 힘의 소유와 지배를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확물이었

다. 자본제 이후 독점과 독식은 자본 그 자체의 사회에 한 전일적 지배의 결과이다. 따

라서 ‘공산당 선언’에서 지적하 듯이 자본의 지배 역 역시 물질적 생활자료 역에서

부터 인간 양심의 심연에 이르기까지 무한 팽창한다.       

그런데 역사적 시각과 정치적 실천의 관점을 중심에 두고 당 의 독점과 독식에 의한 

나눔의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 방책을 찾으려고 할 때 유용한 실마리로 끌어 쓸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은 사실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왕의 나눔에 한 사유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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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특징인 탈정치성이 나눔이라는 현상에 한 사회 이론의 정교화와 실천의 적합성

을 높이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눔 문제를 탈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임의적이거나 시혜적인 나눔을, 일시적이고 비체계적인 나눔을 마치 나눔의 본질적 양태

인 것처럼 현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눔의 상이나 범위, 실천 유형에 한 

엄 한 개념 정의는 어렵게 된다. 나아가 나눔 행위의 역사적 기원과 변모 과정, 나눔 실

행의 유형을 특징짓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형식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 

구성 역시 저해 받는다. 나눔 문제와 관련한 이론적 분석 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체된 상

황에서 나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과학적 시각으로서 원용해온 것은 ‘상호부조론

(Mutual Aid Theory)’이나 ‘증여론(Gift Theory)’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서구에서 싹이 터 전개되어온 나눔 관련 이론 가운데 ‘증여론’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지만, 부분의 입론이 나눔 문제를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장, 사회계약에 따른 권

익 실현의 시각에서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나눔이라는 현상을 인간 본성이나 

인륜과 연관 짓지 못하는 한계를 내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약은 서구의 이론

이 나눔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인간의 자기 수양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또한 어떤 명분과 프로세스를 통해 나눔을 실현할 것인가에 한 정치적 경로를 제

시하는 데 제한적이다. 말하자면 합리론적인 서구의 나눔 관련 이론 틀에서는 나눔의 이

상, 나눔의 원리, 나눔의 기능, 나눔의 실천 방식에 한 답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이 글은 나눔의 문제를 인간의 본성과 연관 지으며, 나아가 사회적 현실로서 접

근한다. 여기서 유교적 아이디어가 유용한 실마리가 된다. 바로 공자는 일찍이 독점, 독식

이라는 현상을 불균(不均)2)으로 파악함은 물론 생활 자원의 결핍이나 사회적 관계의 배

제를 넘어서기 위한 방책으로 정명(正名)을 말한다.3) 정명을 통해 나눔을 실현한다는 것

은 극기복례를 교양(敎養. Refinement. Bildung)으로 내면화한 수많은 개인의 덕성을 합

쳐 독점이나 독식으로 현상하는 사욕을 넘어 인의(仁義)를 회복하는 것이다. 인의의 회복

에 의한 나눔의 이상이 실현된 사회는 동(大同)의 인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인륜 공동

체는 나눔의 실현을 바라는 민심의 실현인데 이것은 곧 천명(天命)의 구현이다. 바로 천

명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는 품위 있는 정치적 실천 행위가 바로 정명(正名)

이다.4)  

여기서는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나눔 실현의 정치 행위로서 정명 실행의 주요 프로세스

와 각 계기를 생각해 본다.    

2) 論語, ｢季氏｣,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 無貧, 和, 無寡. 安. 無傾.
3) 論語, ｢子路｣,子路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4) 『論語』, 「顏淵」,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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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균으로 인한 독점과 독식에서 발아하는 삶의 위기와 일상 경험의 축적

   (불의不義로서 불균)   

② 나눔의 필요에 한 깨달음

   (생명을 낳고 기르는 덕에 한 자각. 

   인간성과 인격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 한 불인인지심不忍人之心. 측은지심, 수오

지심)  

③ 나눔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함축적 가치 발견

   (선의 평범성 실현으로서 사양지심. 개혁의 필요성에 한 시비지심. 

   민심으로서 나눔의 실현이 천명의 구현).   

④ 정치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실행

   (인재. 정책 설계. 시중時中과 권도權道)  

⑤ 정명의 정치 제도적 귀결로서 인정人政

   (인의. 명덕. 신민)

이상에서 언급한 나눔 실현의 정명 프로세스와 각 계기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나눔 실현의 정치적 실행으로서 정명 

독점, 독식에 의한 결핍은 자연적 현상이 아님. 

자본이 규정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생성된 것. 

불균이 해소된 구성원의 삶의 균형으로서 나눔이라는 

원래 의미 회복하려는 정명(正名)이라는 정치 과정을 필요로 함.

정명을 통해 나눔을 실현하는 것은 극기복례를 내면화한 수많은 

개인의 덕성을 합쳐 인의(仁義)를 회복하는 것. 

↑ 

나눔에 대한 욕구 생성

↑

생활 자원과 사회적 관계의 배제(결핍, 부족. 불의不義)

↑

                      불균(不均)

신분과 물리적 군사력 등에 기반 한 독점과 독식으로부터 

자본 편성의 사회관계에서 파생한 독점과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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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국주의 시대의 불균(不均), 그리고 균분(均分)의 정치적 실천으로
서 베트남 전쟁 

위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제국주의 시 의 독점과 독식을 지양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

람 사이의 나눔으로 바꾸려는 뜻(志)을 지닌 인간의 의도적 노력(明)으로서 베트남 전쟁

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실천 과정을 살펴본다. 분석에 이용하는 기본 자료는 호치민이 

조국(祖國. Homeland. Vaterland)을 식민지 상태로부터 독립시키고, 통일 국가를 건설하

려는 전쟁 와중에서 발표한 정치 논문과 보고서, 연설문, 담 기록, 호소문, 편지 등을 

편집한 문헌이다. 다음으로 유교적 교양인으로서의 호치민의 세계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한시(漢詩)집 『옥중일기(獄中日記)』를 살펴본다. 또한 호치민의 생애를 정치적 실천과 

연관해 연 기 방식으로 기술한 평전을 검토한다.  

1.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베트남(越南)의 불균 그리고 불의   

옥중일기(獄中日記) 중

<호송병이 돼지를 메고 동행 1>  

호송병이 돼지를 어깨에 메고 함께 가는 길, 

돼지는 사람이 메고 나는 사람에 끌려간다.  

돼지보다 사람이 오히려 천한 접을 받는 것은, 

사람이 자주권을 잃었기 때문이라. 

警兵擔猪同行 1

警士擔猪同路走

猪由人擔我人牽

人而反賤於猪仔

因爲人無自主權

<호송병이 돼지를 메고 2>  

세상사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하여도,

자유를 잃은 것보다 더하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로 할 수 없으니, 

사람에 끌려 다니는 마소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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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兵擔猪同行 2

世上千辛和萬苦

莫如失却自由權

一言一動不自主

如牛如馬任人牽

2. 불균과 불의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베트남(越南) 전쟁

옥중일기(獄中日記) 중 

<천가시>를 읽고     

옛 시는 자연미만 즐겨 노래하니, 

산과 강, 안개와 꽃, 눈과 달, 바람이라. 

현 시엔 마땅히 쇠가 들어 있어야 하고, 

시인도 역시 선봉에 나설 줄 알아야 한다네. 

看<千家詩>有感

古詩偏愛天然美

山水烟花雪月風

現代詩中應有鐵

詩家也要會衝鋒

<베트남에 소동 발생>

(옹보 적도 소식) 11월 14일

노예로 고통 받기보다는 죽는 것이 나으니, 

도처에 의로운 깃발 또 다시 나부낀다. 

가련케도 이 몸은 옥중 손님이 되었으니, 

몸소 전장으로 나갈 수 없음이 안타깝구나! 

越有騷動

(邕報赤道訊) 14-11

寧死不甘奴隸苦

義旗到處又瓢揚

可憐余做囚中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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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得躬親上戰場

<장개석 장군의 훈사를 읽고>  

백번 꺾여도 굴함 없이 앞으로만 전진하세!

고신얼자(孤臣孽子)라도 의가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고한 결심으로 헤쳐 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유를 찾는 성공의 날이 오리라.  

讀蔣公訓詞

百折不回向前進

孤臣孽子義當然

決心苦幹與硬幹

自由成功的一天

Ⅳ. 베트남 인민의 인간성과 인격 옹호자로서 호치민(胡志明)의 정치적 실천

1. 호치민의 소환과 ‘기억 생환’의 필요성     

2.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시대적 나눔에 대한 호치민의 깨달음

옥중일기(獄中日記) 중 

<감방 동료의 종이 이불>

낡은 책 새 책 서로 엮어서 만든 

종이 이불 안 덮는 것보다는 따스하구나. 

옥 침 에 비단 장막 두르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리라. 

옥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있음을. 

難友的紙被

舊卷新書相補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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紙氈猶煖過無氈

玉床錦帳人知否

獄裡許多人不眠

3. 나눔의 가시화를 위한 호치민의 정치적 실행 

옥중일기(獄中日記) 중 

<장기를 배우며 2>

마땅히 시야는 넓게, 생각은 치 하게, 

때때로 공격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 

길 잘못 들면 쌍차(雙車)도 무용지물이나

때를 만나면 졸(卒)하나로도 성공한다. 

學將棋 

眼光應大心應細

堅決時時要進攻

錯路雙車也沒用

逢時一卒可成功

<다행히> 

지구력과 인내심으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비록 물질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정신만은 동요하지 않았다.  

幸而

持久和忍耐

不肯退一分

物質雖痛苦

不動搖情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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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치민의 정치적 실행에 내재한 인간성과 인격 옹호의 사상

옥중일기(獄中日記) 중 

<갠날>    

사물의 순환은 원래부터 일정함이 있으니, 

비 그친 다음에는 반드시 개리라. 

일순간에 우주가 젖은 옷을 벗어버리니, 

만리 산하가 비단 이불로 뒤덮인다. 

날씨는 따뜻하고 청풍에 꽃은 미소를 머금고, 

높은 나무 생기 돋은 가지에 새들 다퉈 지저귄다. 

사람과 세상 만물 모두가 기운이 솟구치니, 

고진감래란 자연의 이치인 것을.   

晴天

事物循環原有定

雨天之後必晴天

片時宇宙解淋服

萬里山河晒錦氈

日暖風淸花帶笑

樹高枝潤鳥爭言

人和萬物都興奮

苦盡甘來理自然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너는 단지 한 마리 닭에 불과하지만, 

아침마다 큰 소리로 새벽을 알려주는구나.

한 번 울어 사람들 꿈에서 깨워주니, 

네 공로 결코 적지 아니하구나! 

聽雞鳴

你只平常一雙鷄

朝朝報曉大聲啼

一聲喚醒群黎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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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的功勞也不低

<한밤중>

잠이 들면 모두가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이나, 

깨어나면 비로소 착하고 악한 사람이 구분된다. 

선과 악이란 본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 교육적 원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夜半

睡時都像純良漢

醒後才分善惡人

善惡原來無定性

多有敎育的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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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향적 삶의 실천으로서 관계에서의 나눔과 어울림

이  명  호

(한양대 사회학과) 

1. 

다양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담론들은 부분 ‘ 안문명’에 한 논의로 연관된다. 현

사회(근 /근 성)에 한 성찰과 회의라는 맥락에서 문제의 해결은 안문명으로의 전환

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개인 중심의 세계관에서 관계 중심의 세계관으로의 전환도 그 중 

하나이다. 독립과 자율로 자아(自我)를 규정하고 이 자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방

식에서 현재의 여러 문제들이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자아들이 맺는 관계(關係)를 중심

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고민한다. 물론 이때 동양적 사유를 관계지향적 

세계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서양의 세계관과 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양적 사유도 ‘동

양사회의 근 로의 이행’ 이후 자아를 중심으로 재해석되었고, 관계는 개인보다는 집단(공

동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매개체로 강조된 측면도 있다. 동양적 사유에서도 

‘관계’ 그 자체에 집중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때문인지 한국사회에서 여느 사회못지 

않게 ‘관계’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히려 관계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계’ 그 자체에 집중하고, 보다 ‘좋은 관계’를 위한 덕목으로서 나눔과 어울

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계는 사전에서 ‘둘 또는 여러 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

들이 삶을 위하면서 다양한 상과 연결되고 얽힌다. 그 상은 사람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 기업이 아닌 법인, 공동체, 사적 모임 등을 우선 생각할 수 있으며, 보다 

범위를 확 하면 사회제도도 사람과 연결된다. 보다 범위를 세 하게 하면 내면의 심리상

태도 나와 연결되는 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지향적’이라는 단어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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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드러 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과 세계의 보편적 존재양태 혹은 

존재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즉, 관계지향적 삶은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세계관이다. 이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존재(인간, 사회, 제도, 규범, 인간의 심리현상, 지식, 우주

자연 등까지도)는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신을 맡겨 상호 긴 한 관

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어울려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관계지향적 삶의 조건은 상

호의존성과 관계성으로 정리된다. 

3. 

실천으로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은 관계를 상호작용과 구분하고자 한다. 관계

는 상호작용과 유사하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며 일정정도의 ‘기 의 기 ’에 근거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현재의 관계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 기 한다. 그

리고 관계 내에서 이루어질 상 의 행위와 사고를 기 하며, 나의 행위와 사고에 한 상

의 반응을 기 한다. 이러한 기 들에 기초하여 관계는 형성되고 유지된다.  만약 이러

한 기 , 기 의 개 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할 때에는 관계는 소멸되거나 부정된다. 혹

은 그러한 기 와 기 의 기 에 근거하여 관계를 일부러 단절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맥

랙에서 관계는 사회적 행위가 고착화되고 제도화된 가치 역과 관련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는 특정한 가치 역에 터하고 있다. 특정한 가치 역에 귀속됨으로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수월하다. 

베버와 하버마스, 그리고 부르드외는 근 성의 핵심을 ‘가치 역의 분화’로 이해한다. 

가치 역은 근본적으로 예술(미), 도덕(선), 과학(진)의 3  역으로 분화된다. 분화된 가

치여역들은 나름의 합리성을 심화하며, 각 역은 다른 역의 간섭 없이 그 나름의 진리

를 추구한다. 가치 역은 다양한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인지적-기술적 가치 역’, ‘규범적 가치 역’, ‘미학적-표현적 가치 역’으로 구분한

다. 각각의 역들은 참여자들에 의해 점유되며, 참여자들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기초하여 논문에서는 가치 역내의 관계는 ① 목적, ② 논리, ③ 언어로 구성된다

고 이해한다. 각 요소들은 가치 역이 그러하듯 자체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관계의 목

적은 관계를 통해 관계를 지속함으로서 당사자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치, 인정, 이윤, 

권력 등)을 의미한다. 관계의 논리를 목적달성을 위해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합리성)이며, 

언어는 관계의 목적과 관계의 논리를 반 하여 관계(혹은 역) 내에서 통용되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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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이에서 인정되는 소통(소통법과 매체 등)을 의미한다. 이후 작업을 통해 관계의 

관점에서 아래의 <표 1>를 완성하려 한다. 이를 통해 관계에 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하다. 

4. 

가치 역에 따라 관계가 지향하는 목적은 가치 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계의 본원적 

목적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관계란 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관

계를 가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눔과 어울림이란 가치가 필요하다. 

나눔의 가치는 관계의 목적, 논리, 언어에 적용된다. 목적을 나누고, 논리를 나누고, 언

어를 나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눔은 공유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눔이 단순한 함

께 소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눔에는 변화를 수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관계의 목적은 변화할 가능성이 낮지만, 논리와 언어는 참여자들의 세력관계 등에 의해 

변화한다. 이 경우에 나누다는 변화의 과정과 논의에 함께하며 그 변화의 결과도 수용한

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각 역에 따라 나눔의 구체적인 구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정리하면 아래 <표 2>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인지적-기술적 영역 규범적 영역 미학적-표현적 영역

목적

논리

언어

<표 1> 가치영역별 관계의 특징 

인지적-기술적 영역 규범적 영역 미학적-표현적 영역

목적의 나눔

논리의 나눔

언어의 나눔

<표 2> 가치영역별 관계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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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은 이와 다르게, 관계의 외부에 적용되는 가치이다. 동일한 역내의 관계들 사

이, 혹은 가치 역 밖의 관계들과의 어울림을 뜻한다. 이는 유교의 ‘시중(時中)’, 불교의 

‘중도실상’과 유사하다. 일상적 용어를 설명하면, 어울림은 이치와 정서에 거슬리지 않게

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도 <표 3>을 위한 작업이다. 

5.

향후 연구를 통해 관계는 가치 역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정리될 것이다. 이로 인

해 관계는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에 한 기존 논의들은 한편으로

는 가치와 이념의 측면에서 강조되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행위와 

심리의 문제로만 축소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의 관점은 이 양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지적-기술적 영역 규범적 영역 미학적-표현적 영역

동일 영역내

영역 밖 

<표 3> 가치영역별 관계의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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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울림이 있는 경제와 사회적 기업
- 주자학 ‘社倉制’의 현대적 변용을 중심으로-

권  상  우

(신라대)

1. 들어가는 말 :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착한 기업” 등 신자유주의 체제 논리에 부합될 수 없는 표현들이 한국사회에 회

자되고 있다. 이 문구는 경제적 이윤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인간의 노동은 경

제적 효율성에 부합되면 고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신짝 버리듯이 해고해 버리는 신자유

주의 체제와는 달리, 인간의 노동이 근본적인 가치이며 경제활동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길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자유주의

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의 이상사회의 묘사이거나 기업의 홍보 광고내용 쯤으

로 비쳐질 수 있다. 아니, 자본주의가 세계의 보편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어

떻게 인간의 노동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문구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상사회에 한 묘사이거나 기업의 과장된 광고내용이 아니라 공신력을 지닌 

정부의 공익광고 내용이다. 그 광고의 상은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위의 광고내용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것과는 

달리 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등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전체고용인구의 5-6%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빈곤

과 실업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유럽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한국사회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적극적인 관

심을 가지면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발의안에 사회

적 기업 인증 제도를 두어 사회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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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방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 사회적 기

업 육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

업에 해 시민사회와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에, 학계에서는 아직 이에 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사회적 기업에서의 ‘기업’이라는 명칭이 리기업과 동일한 것쯤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 자체의 특

징이 이론보다는 사회실천을 강조한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은 각 지역의 조건과 환경적 토 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접근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한 정의 또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한 정의는 한국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

매 등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5)

위의 내용은 한국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법적 정의이다. 이 내용이 사회

적 합의에 의한 정의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에 한 광범위한 정의에서 크게 벗어난 것

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이라는 의미는 개인이나 국가와 구별되어진 개념으

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과 구별되는 ‘사회적’이란 의미는 개인의 이윤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라는 의미이며, ‘국가’

의 응개념으로서의 ‘사회적’이란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공공 역)가 주체가 되어야 한

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회적’이란 시민사회가 사회적 기업의 주체가 되어 사회공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기업’은 사회공공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기존의 사회봉사운동이나 기부행위 등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 방식을 도입해 빈

곤층을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운 방식임을 의미한다.6)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그 운 방법에 있어서 리기업의 경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

러나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

하고 판매하며, 또한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업이라

5)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
6) 김정원,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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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는 이상, 리기업과도 직. 간접적

으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최근 리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지면서 사회봉

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소비자들을 상 로 하여 회

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형식적 활동쯤으로 비쳐지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리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방향으

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리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

에 물품을 값싸게 제공해 주기도 하며, 또한 사회적 기업에 기업회계나 마케팅 방식을 전

수해 주거나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향후 시민사회가 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요구할 것으로 보아, 리기업과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 

또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복지정책과도 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신자유주의 체제

가 가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또한 증 되고 있다. 환경문제와 실

업자 증가, 고령화 사회, 맞벌이부부로 인한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 등의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가 발생하고 있다. 부유층은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빈곤층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가 빈곤층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

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고용

문제이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생활기초 상자를 상 로 일자리마련

운동 등을 벌 지만,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버리면서 실업자들의 자생능력에는 별다른 도

움을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사회복지제도는 빈곤층을 피동적이고 비주체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하 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한계성을 극복하

기 위해 정부는 빈곤층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그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자 국가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부유층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사

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서비스 사업의 일부를 사회

적 기업에 이전시키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

여 빈곤층이 자생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을 때 국가의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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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

식으로 바뀌면서 국민복지의 담당자로서의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정부, 리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서는 종교단체, 또한 자선단체들도 참여하면서, 여러 조직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 사회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와 시민사회,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

다.

사회적 기업의 주체는 국가나 기업과도 구별되는 비 리, 비정부 조직이며, 이를 리프

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제3섹터라고 일컫는다. 리프킨은 제3섹터의 활성화가 시장과 정부

부문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세력이 공동체의 결속과 지역의 기반을 강화시켜 강력하고 자

립적인 지역사회의 수립을 통해 시장 세계화의 물결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7) 이와 같

이 사회적 기업의 주체는 바로 비 리, 비정부의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섹

터는 ‘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 ‘자

주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조직’,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거나 이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

는 조직’,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비 리조직’, ‘자원봉사를 포함한 자선에 기반을 둔 활동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8) 이러한 제3섹터는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공공선을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제3섹터에 한 이해는 그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제3섹터은 미국과 유럽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비 리조직들은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정부를 반 하는 시민의식에 바탕을 두면

서 시민의식, 자발적인 결사체의 형태로 드러나면서, 국가주도의 사회복지 취약과 사회서

비스의 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정부도 비 리조직에 해 감세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 지만, 최근의 미국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감세혜택을 폭 축소시

키자 비 리조직 자체가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추세이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의 3섹터는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조직, 결사체, 재단을 포함하

는 사회적 경제로 이해한다. 사회적 경제는 농업중심의 경제에서 공업중심의 경제로 경제

7) 제러미 리프킨 지음,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2009, 민음사 참고
8) 김정원,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9, 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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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바뀌면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노동자들과 장인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 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개인의 이윤보다는 사회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중

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자본보다는 노동을 중시하는 소득분배 등을 그 원리로 하

고 있다.9)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주체인 제3섹터의 이해는 바로 그 지역사회의 역사

적 상황 및 경제적 환경과 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나 미국과 다른 형태의 역사적 전통과 경제적 상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유형의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실정에 

부합되는 사회적 기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한국형 사회적 기업은 이론

적인 역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론적 탐색 또한 준비단계로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현  한국사회에서의 제3섹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3섹터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기업이 적절한가를 모색하기 위해 동

양 전통에서 그 역사적 사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서구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한다

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비단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각 문명권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는 존재했었다.10) 한국의 전통사회에도 예외는 아니다. 서구 근  문화가 유

입되기 이전에 한국 전통 사회에 주류사상인 주자학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경제 체제를 찾

아 볼 수 있다. 주자학은 국가주의에 해서 반감을 지니면서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복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사업유형을 社倉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자의 사창제는 민간조합 형태로 운 되면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뢰와 협력에 의해 운 되어진 구혈사업제도이다. 사창제는 주자에 의해 기획

되고 운 되면서 중국의 전 지역으로 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도 받아들이면

서 동북아 전통사회의 전 지역에서 시행된 적이 있는 사회복지사업이다.   

그리고 주자학의 경제공동체의 흔적은 서구의 근 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한

국사회에서도 연고주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연고주의 형태는 근 화 초기에는 

제1섹터와 2섹터에서 악용되면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잡단이기주의의 주범으로 간주되

기도 하 다. 그러나 현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연고 집단을 결코 배제

9) 위의 책, p. 46
10) 퍼트남은 자발적 협력은 바로 사회적 자본에 의해 촉진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세계의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저축기구의 한 형태인 계라고 보고 있다. 
(Robert. Putnam 지음,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4,  p. 282) 이러한 
계도 또한 사회적 경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주자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바로 사창제
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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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비 리, 비정부조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서

구의 근 화와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국가와 시장에서는 서구근 의 개인화와 효율성에 의

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전근 적인 연고 집단이 그 이전보다 더욱 성행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사회적 특성은 

분명 미국이나 유럽과는 분명 다른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한국의 연고집단이 한국사회에

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 지만, 집단 구성원들 간의 유 감이 공동체 의식

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연고 집단의 조직 자

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집단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논

의해 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주자학의 사창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었는가를 살펴 볼 것이며,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연고 집단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주자학 ‘사창제’의 사회복지사업

주자는 사회적 기업가이다. 주자는 동북아 전통사회에 지 한 향을 미친 사상가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사상가로서 평가되다가 최근에는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의 그

의 삶과 업적이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에 한 평가는 여전히 전면모를 드러내기에

는 부족하다. 그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그는 오랫동안 지방관직을 두루 거치면

서 백성의 삶을 증진시킨 탁월한 행정가 이 을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에서는 지역민의 교

화를 위해 향약을 제정하고 서원을 건립하 으며, 또한 빈곤계층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한 사회실천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그는 중국의 향촌사회, 즉 중국 福建지방에서는 ‘素王(왕의 덕은 있으나 왕의 지위를 얻

지 못한 사람)’으로 부릴 정도로 사회실천가로서의 명성 또한 높았다. 그래서 주자는 분명 

철학자로서 동북아의 학술계에 지 한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실천가로서도 동북

아 전통사회에서 눈부신 발자취 또한 등한시할 수 없다. 

주자는 「 학장구」에서 유학의 핵심이념을 ‘全體大用’에서 찾고 있다. 주자는 인간의 

도덕심에 갖추어져 있는 仁의 本體와 그 本體의 발현으로 愛가 萬事에 적응하는 大用을 

함께 논하고 있다. 이는 그의 사상이 단순히 仁의 本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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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시하 음을 알 수 

있다. 주자는 도덕성의 실현은 반드시 특정한 제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렇지 않고 단지 도덕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불교와 같이 공허한 사랑에 그칠 가능성이 높

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도가 가진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효율성의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고 본다.11) 그래서 주자는 유가가 추구하는 인류애(全體)는 바로 제도 또는 사업

의 형태(大用)로 드러내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자의 전체 용의 이

념은 그가 심혈의 기울여 실천한 社倉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자는 복건지방에서 백성

들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사창제를 실행하여 크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

창제를 자신의 철학적 이념의 실천형태로 보았다. 그래서 주자는 사창제가 실패할 경우에

는 천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理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12)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사창제의 실행을 단순한 사회실천을 넘어 그가 추구한 철학적 이념인 理(仁)의 실현

으로 보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운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다. 

그래서 그는 당시 백성들이 빈곤하게 된 근본 원인을 당시의 자연재해의 향도 있긴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부호들의 고리 금 업체와 매점매석 행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농민들이 절 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豪富의 고리 금뿐이었고, 

그 고리 금을 빌려서 열심히 노동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수익의 부분은 

부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농민들이 자본에 한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빈곤층의 노동은 부호들의 부를 증진시켜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의 이러한 금융시스템체제에서 빈곤층은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만 물림되면서, 일부 농민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도적질을 일삼는 등의 극단

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주자는 농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하기 위

해서는 고리 금의 악순환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시스템을 붕

괴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더 이상 부호들의 고리 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식량을 

값싼 이자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사회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을 비롯한 사 부가 중심이 되어 농민들에게 곡식을 싼 이자로 여해 줌으로써 그들이 

부호들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自生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 다.   

11) 『朱子集』, 「卷三十五」, 四川敎育出版社, 1996年版, 致劉淸之, 近年道學外面被俗人攻擊, 裡面被吾黨
作壞. 婺州自呂伯公死後, 百怪都出, 至如呂子約別說一般差異底話自, 全然不是孔孟規模, 卻做官商見
識, 令人駭歎. 然亦是伯恭自有些拖泥帶水, 致得如此, 又令人追恨也. 陸子靜一味是禪, 卻無許多功利
術數, 目下收斂得學者身心不爲無力, 然其下稍無所依據, 恐亦未免害事也.

12) 『朱熹集』, 「卷四十三」, 答林擇之, 熹以崇安水災, 被諸司檄來, 與縣官議賑恤事......因知若此學不明, 
天下事決無可爲之理.  (p.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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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는 우선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비축미를 내도록 권장하 고, 또한 

지역의 호부들을 설득시켜 곡식을 모으고, 그 곡식들을 빈민들에게 싼 이자로 여해 주

었다. 주자는 당시 정부에 기근 정도를 알리고 상평창의 官米 600석을 빌려서 고을 사람

들에게 배급하 다. 그 결과 고을이 기근을 면하고 도둑질에 가담하는 사람이 차츰 줄어

들면서  사태가 곧 진정되었다. 그해 추수철이 되어 민간인들이 앞서 받았던 곡식을 갚자 

주자는 상평창에 유예를 청해 반납하지 않고, 마을의 民家에 저장하면서 元米로 활용하고

자 하 다.  그리하여 매해 여름 원하는 사람에게 한 석당 곡식 두말의 이자로 여하고 

다시 연말에 거두어들이는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 다. 그가 빈민들에게 무상공급

의 형태가 아니라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창제가 바로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자는 사창제의 근거를 『주례』에서 찾고 있다. 『주례』는 유가의 이상적인 국가제

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며, 부분의 유학자들은 『주례』에서 정치제도의 단서를 찾

곤 했다. 주자는 『주례』의 「旅師」나 「遺人之官」을 읽고 그 제도의 상세함과, 옛 

성인들이 마음을 다하면서, 그 정신을 不忍之心의 정치로 계승하 고, 주자 본인 또한 이

에 근거해서 사창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자술하고 있다.13) 『주례』. 「遺人」편에서는 

“유인은 국가의 委積(창고관리)은 국가 재정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을 백성들에게 베

풀며, 향리의 委積은 백성의 어려움을 도와주는데 사용해야 한다.”14) 그리고 「旅師」편

에서는 “여사는 성 밖의 耡粟(서속: 정전제에서 가운데 있는 한 땅을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한 공전에서 세금으로 받는 곡식), 屋粟(옥속: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작하지 않

는 사람에게 가하는 세금), 間粟(간속: 직업이 없이 한가하게 노는 사람에게 부가하는 세

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관장한다. 그 세금을 사용할 때에는 백성을 불러들여 쌓아 놓은 

곡식을 고르게 분배하여 은혜를 베풀고 이로움을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政令을 균등

하게 적용하라.”15)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를 비해 모아 놓은 세금

을 흉년이나 곤궁한 춘궁기에 풀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

한 곡식을 사용할 때에는 고르게 분배하여 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이

다.16) 

13) 『朱熹集』, 「卷七十九」, 建寧府建陽縣大闡社倉記, 昔予讀周禮旅師, 遺人之官, 觀其頒斂之疏數, 委積
之遠邇, 所以爲之制數者甚詳且密, 未嘗不嘆古之聖人旣竭心思而繼之以不忍人之政, 其不可及乃如此. 
及今而以是倉之役觀之, 則彼其詳且密者, 亦安知其不有待於歷時之久, 得人之多而後乃至於此耶? 
(p.4120)

14) 『周禮』, 「地官」, 遺人掌之委積, 以待施惠. 鄕里之委積, 而恤民지+喜阨, 旅師..用之以質劑, 治民平頒
其興積, 施其惠 散其利而均其政令 

15) 위의 책, 같은 곳, 旅師,旅師掌聚野之, 耡粟屋粟間粟, 而用之以質劑致民, 平頒其興積, 施其惠, 散其
利, 而均其正令 



나눔과 울림이 있는 경제와 사회적 기업 : 권상우 _ 111 

주자는 『주례』의 복지제도를 현실상황에 맞게 변용해 운 하 다. 『주례』에서는 

백성들이 평상시에 공동노동으로 생산한 재화를 저축해서 복지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주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동경제 제도인 井田制가 주자 당시

에는 이미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근으로 재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례

의 복지정책을 그 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常平倉을 적절하게 이용하 다. 상평창은 각 지방마다 설치하여 쌀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

년이 들었을 때 빈곤계층에게 방출하여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곡물 가격도 조절하기 

위한 제도 다. 그러나 이러한 상평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북송시 에 王安石은 

靑苗法을 시행하 다. 그의 청묘법은 상평창에 비축해 두었던 곡물과 돈을 운 하여 2할 

이하의 낮은 이자로 농민에게 출해 주고자 한 제도이다. 이러한 청묘법에 해 근 사

상가인 梁啓超는 정부 스스로가 생업권장을 위한 은행역할을 한 것이 ‘청묘법’이라고 한 

것1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안석은 국가주도의 금융사업을 이용하여 빈곤계층이 부호들

의 고리 금을 사용하면서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 다. 

그러나 왕안석의 청묘법이 국가 주도로 시행되었지만 여러 폐단이 초래되면서 그 당시 

사 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송 나 조선에서는 유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되면서 왕안석과 같은 국가주도의 유학과 사 부 중심의 향촌사회 유학

으로 크게 구분되어져 왔다.18) 왕안석의 청묘법은 국가주도의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복지사업은 도학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북송시 에는 그 유

명한 신.구법 정치투쟁을 일으키기도 하 다. 남송 시 의 도학자의 수인 주자 또한 이

러한 청묘법에 찬성할리가 없었다. 그는 왕안석의 창묘법이 빈민구휼제도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사창제를 제시하고 있다.  

내가 전  현인들이 논한 것을 살피고, 오늘의 일을 경험하여 이러한 것을 증험한

다면, 곧 청묘는 그 입법의 본의가 진실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나누어줄 때 곡식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했다는 점, 청묘법을 시행하는 단위가 향이 

아니라 현이었다는 점, 또한 청묘법을 시행할 직책을 마을 사람 중 선비나 군자로 

16) 중국 송대에 들어 확립되기에 이르는 사회구제기구으로는, 常平倉, 義倉, 社倉을 위시한 倉儲制度, 
居養院 및 光惠院과 같은 도시빈민을 위한 구호기관, 擧子倉, 慈幼國으로 대표되는 嬰兒救護 기관, 
惠民藥局, 安濟坊 등의 病者 구호 기구, 漏澤院, 義塚 등의 葬禮 지원 기구 등 전근대 시기에 등장
하는 모든 사회구제 기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제기구는 송대에 확립된 이후에 청대에 이
르도록 기본골격이 유지되었다. 이근명, 「남송시대 사창제의 실시와 그 성격-복건지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60집,1996. p.157

17) 미우라쿠니오 지음, 이승연 옮김, 『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책세상, 2005, p. 172
18) 이에 대해서는 권상우,「동북아 시민사회 정립을 위한 주자학적 公論 탐색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에

서 접근」, 『사회와 철학』, 19,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0, p. 35-7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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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관리로서 했다는 점, 또한 청묘법을 시행할 때 백성을 동정하여 진정으로 

그들을 이롭게 해 주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는 조급하게 하 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었다. 그 때문에 왕안석이 청묘법은 능히 한 읍에서는 행해질 수 

있었으나 천하에 모두 행해질 수 없었다. 19) 
   

주자는 북송시 의 도학자들이 왕안석의 청묘법에 해 맹렬하게 비판한 것과는 달리, 

그들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청묘법의 취지에 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 다. 그러나 

주자는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백성들의 복지를 전담하게 될 경우에, 그 복지자

원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막 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이럴 경우 그 부담은 농

민들의 몫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도시민들에게만 돌아갈 뿐, 농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위주의 복지정책은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

어 지방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 다. 그래서 주자는 사회복지사

업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향촌공동체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 하는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주자는 「社倉事目」에서 “그 설치를 원치 않는 곳에서 관

사가 억지로 강제해서는 안 되며,”20) “거두고 나누는 일은 본 고장의 연장자와 함께 공정

하게 조치하고, 州정부와 縣정부가 끼어들어 억압해서는 안 된다.”21) 라는 조항을 두어, 

정부는 민간에 해 어디까지나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할 뿐 사회복지정책을 선도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 하여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본다. 

주자는 또한 사업복지정책의 운 에 있어서도 국가 관료가 담당하게 될 때,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향촌사회를 이끌

고 있는 선비나 군자와 같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선비나 군주는 공명정 한 도덕심에 근거해 사회복지정책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구황미의 여가 화폐로 행해지게 되면, 농민층의 분화(지주농, 

소작농)가 훨씬 격화되어 향촌공동체의 유 감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22) 그 

19) 『朱子集』, 「卷七十九」, 婺州金華縣社倉記 抑凡世俗之所以病乎此者, 不過以王氏之靑苗爲說耳. 以予
觀於前賢之論而以今日之事驗之, 則靑苗者, 其立法之本意固未爲不善也. 但其給之也以金而不以穀, 其
處之也以縣而不以鄕, 其職之也以官吏而不以鄕人士君子, 其行之也以聚斂亟疾之意而不以慘怛忠利之
心, 是以王氏能以行於一邑而不能以行於天下. (p. 4116) 

20) 『朱子集』, 「卷九十九」, 社倉事目, 其不願置立去處, 官司不得抑勒, 則亦不至掻擾. (p. 5078) 
21) 위의 책, 其斂散之事, 與本鄕耆老公共措置, 州縣幷不須干預抑勒. (p. 5079)
22) 守本順一郞 지음, 김수길 옮김, 『동양정치사상사연구-주자사상의 사회경제적 분석』, 동녘, 19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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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물을 곡식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자는 사회복지사업이 전적으로 민간위주로 진행되는 것에는 반 한다. 그의 

學友인 呂祖謙는 정부의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민간인에 의해서 사창제가 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해, 주자는 민간이 사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긴 하지만, 지역

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노력만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없을 수 없다고 

보았다. 사창제를 단지 민간주도로만 운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사업을 운 할 수 있는 

원미(元米)를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관리자가 사창제를 공명정 하게 운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그래서 주자가 제시한 사창제는 향촌사회의 공론의 주체인 사 부, 정부와 부호들이 함

께 참여하면서 운 되어진 사회복지제도이다. 원미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받고, 출납 

또한  정부의 관인이 나와서 감찰해 주기를 요청하 다. 그리고 부호들에게 곡식을 여

받기도 하 다. 그러나 주자는 사창제의 초기에는 정부와 부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원미가 모이게 되면 이 원미만을 가지고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창제를 운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주자는 빈곤층에게 무상지원이나 무이자로 곡식을 여하기 

보다는 여한 곡식에 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래서 주자의 사창제는 

하나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 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이 원미가 확보되었을 경우에야 비

로소 여조겸이 제시한 순수한 민간주도형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왕안석의 창묘법이 빈민구제를 위한 국가주도형 금융사업이라면, 사창제는 관민주도형 금

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자가 빈민구휼을 사업으로 운 하고자 주장하자, 이에 해 그의 절친한 친구

인 魏元履가 비판하면서, 양자 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 다. 위원리는 빈민들에게 

이자를 받고자 한 것은 비록 부호와 같은 높은 이자는 아닐지라도 세민에게는 어느 정

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곡식을 무이자로 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그는 실제 자신의 사재를 털어 무이자로 곡식을 빈민층에게 여하기도 하 다. 그래

서 주자는 위원리가 삼  왕도정치의 유풍을 지니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사

창제 운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23) 왜냐하면 위원리가 구상한 사창제는 기근과 같은 위

기상황에서 구휼사업으로는 적합할 수 있지만, 구휼 이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기휼활동이 그 자체의 재력에 의해서 운 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23) 『朱子集』, 「卷七十九」, 建寧府建陽縣長灘社倉記, 然不知元履之言雖疏, 而其忠厚懇惻之意藹然有三代
王政之餘風, (p. 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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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했다. 주자는 또한 무상지원은 지원 상의 자발적인 의지와 책임의식을 약하게 만

들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그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는데 써야할 노력과 능력을 공짜 혜택을 쫓는데 써 버릴 수 있으며, 또한 무상

지원은 의존심만을 키우게 될 뿐, 자립심과 자긍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주자는 

적선은 또 다른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빈곤층을 도울 후원금이 생기면 분배를 

맡은 책임자가 자신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일차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

생할 수 있으며,  또한 자선행위는 지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

다. 그래서 자선의 수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원자에게 양도하게 되면서 단지 자비를 구

하는 피동적인 존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 그들은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

고, 지원자 또한 본래 구휼의 본래의미보다는 수혜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착취와 조종

의 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24)  

그래서 주자는 사창제 시행에 있어서 무상지원을 반 한다. 주자는 곡식을 여해 주고 

2할의 이자를 받아 그 이익금을 비축하여 두었다가, 재난에 비하고 또한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이자를 없애고 또 흉년이 조금 들면 이자곡식을 반감하고 흉년이 크

게 들면 전부 탕감해 주고자 하 다. 그리고 주자는 이자를 받아 점차 사창의 저장미를 

늘림으로써 사회복지 혜택을 더욱 넓혀 나갈 수 있고, 또한 그 이익금을 백성에게 모두 

환원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25) 

그리고 주자는 또한 사창제 조항에서는 정부와 부호들에게 빌린 곡식을 반드시 정부나 

부호들에게 다시 되갚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자는 정부와 부호들의 재화를 

가지고 농민을 상 로 곡식 여사업을 하면서, 그들의 재화를 통해서 더욱 많은 비축미가 

확보되면 원미를 정부와 부호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국가재정을 소모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호들의 이익도 최 한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주자의 사창제는 

정부와 부호들의 재화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그들 재화의 이자만으로 사업을 운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가난의 물림을 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창제의 사회복지 사업시스템은 분명 사회적 기업과 동

일한 기능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자의 사창제를 운 하여 사 부층, 국가권력, 그리고 향촌내 유력자인 호민들의 연

24) 『朱子集』, 「卷七十九」, 建寧府建陽縣長灘社倉記, 其後元履旣沒, 官吏之職其事者不能勤勞榮恪如元履
之爲, 於是栗腐於倉而民饑於室. 或將發之, 則上下9賕, 爲費已不차矣. 

25) 『朱子集』, 「卷八十」, 建昌軍南城縣吳氏社倉記, 始作社倉於崇安縣之開輝鄕, 使貧民歲以中夏受栗於
倉, 冬則加息什二以償. 歲小不收, 則弛其息之半., 大侵則盡弛之. 期以數年, 子什其母, 則惠足以廣而
息可遂捐以予民矣. 行之累年, 人以爲便, (p.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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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내면서 사창미를 확보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여하면서 향촌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주자의 사창제는 주자가 복건지방에서 실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26) 

그리고 주자는 사창의 결과에 해서 “三里의 사람들이 비로소 飽食安居하여 震擾와 夷

滅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27)고 평가하고 있다. 주자의 사창제의 평가는 그의 

논적인 육구연도 또한 “주희가 복건지방에서 가뭄구제의 정치를 하 고, 복건지방인이 특

히 그를 신뢰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28) 주자는 중국 복건(福建)지방을 중심으

로 사창제를 실시하여  29.578호의 인 127.607인, 소인90, 276인을 구제할 수 있었

고,29) 당시 군주인 효종이 주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창제를 전국에 시행하면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 으며, 또한 조선과 일본에서 널리 시행되어 동북아 전통사회에서의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자는 빈민구휼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자선가도 막강한 권

력을 가진 정치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의 전체 용사상, 즉 백성을 자신의 형제와 같은 동포애(全體)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大用, 사창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자는 동북아 전통사회에서

의 표적인 사회적 기업가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 

3. 주자학 ‘사창제’의 특징: 조화와 신뢰의 사회적 경제

신뢰가 사회적 기업의 근본이다. 주자의 사창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빈곤층 구휼운동

을 위한 사업복지사업이다. 사창제는 형식적으로 선비들이 사창운 을 주도하고 지방정부

와 부호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운 되어졌다. 그래서 사창제는 연 , 자율성, 그리고 

시민성 토 위에서 행해진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원리는 개인의 이윤축적보다는 그 지역 빈민의 자생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사창제는 사회적 경제로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이

는 바로 동북아 모형의 사회적 기업을 모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물음이기도 하다.   

앞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주자는 빈민들의 자생을 사창제의 일차적 목적으로 삼으면

서도, 富豪들의 재산도 최 한 보장해주고자 하 다. 이와 같이 주자는 빈민과 부호의 이

익 모두를 중시하 다.  

26) 劉克壯, 『後村先生大全集』, 卷88, 興化軍創平倉, p.13
27) 『朱子集』.「卷七十九」, 建寧府建陽縣長灘社倉記, 1382
28) 『象山全集』, 「卷36」, 與漕使尤延之書, 元晦浙東俎救荒之情, 絶人殊賴. 
29) 『朱子集』, 「卷十六」, 繳納南康任滿合奏稟事件狀, 『朱子別集』, 「卷十」, 奏乞推賞賑濟上戶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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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豪와 細民(빈민)이 양쪽 다 편안하게 되기를 바란다.30) 

쌀값이 너무 비싸 세민을 괴롭히지 않고, 또 너무 싸 上戶(지주)를 손상치 말도록 

해야 한다.31) 

주자는 빈민과 부호가 각자의 경제 행위에 의해서는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두 계층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는 반 한다. 이를 위해 주자

는 고리 금에 의해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최소한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향촌의 관

습은 빌린 쌀에 한 이식이 5할이었는데, 이는 분명 빈민에게 불리한 경제거래이다. 그

래서 빈민이 부호들의 소작농으로 겸병되어져 그 빈부격차가 심화되어진다고 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자는 왕안석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민의 재

화를 덜어서 농민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均田法을 반 하면서, 빈민들이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하

다.  

그래서 주자는 부민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창제를 통해 빈민

들의 자생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을 때 빈민과 부호들의 경제적 격차

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균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주자는 사창제를 

통해 빈곤층의 자립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 다. 이는 분명 서구의 사회복지가 빈곤층의 자립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빈민층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될 경우 특정

한 이익계층을 형성하면서이 여타 계층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주자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자는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자는 (民이) 적음만을 근심하며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고, 가난함만을 근심하며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和하면 적음이 없으며,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는 것이다.” 32)라고 하

다. 이와 같이 공자는 사회구성원들이 생산된 재화를 각자의 신분과 생산에 따라 분배되

어야 한다는 경제적 분배원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에 해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고르게 되면 가난함에 걱정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면 백성이 

적음에 걱정이 사라져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서로 시기하지 않고, 기울어지는 걱정

30) 『朱子集』, 「卷二十五」, 書, 與建寧諸司論賑濟箚子, 然後施行, 庶使大戶細民兩得安便 p.1062
31)  위의 책, 不使太貴, 以病細民, 亦不使太賤, 以虧上戶. p.1062
32) 『論語』, 「季氏」,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皆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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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는다.33) 

양자(빈농과 부농)가 서로 의지해야 비로소 자립할 수 있다. .....빈농은 부농을 침

범하지 말며, 전주 또한 빈농을 학 하지 말아야 한다. 34)

주자는 사창제를 시행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사회 구성원간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바로 유가가 추구하는 ‘和而不同’에서의 ‘和’를 의미한다. 즉‘화’는 

서로의 다른 위치와 생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전체가 조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주자는 어

떤 사회이든 빈자와 부자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두 계층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

로소 계층 간의 갈등과 립을 극복할 수 있으며 양자가 모두 편안해 질 수 있다고 본다. 

주자는 이를 부호와 빈곤층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주자는 빈자나 부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두 계층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다. 이러한 사회복지이념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이념이나 유럽형의 시민사회주의와도 구

별되는 유가의 ‘조화형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지 만물이 각각 그 分을 얻으면 문득 이익이다. .....저 利자는 易에서 말한, “利

는 義의 조화이다”. 利는 義의 조화의 장이다. 정이천이 당시에 이 곳의 해석이 친

절하지 않고, 이 말도 도리어 친절한 것 같지 않으니, 바로 ’利란 義의 조화이다‘란 

구절을 해석한 것이 좋다. 義는 처음에는 不和한 것 같지만 조화되게 된다. 잘라서 

범할 수 없는 것이 마치 不和한 것 같다. 분별한 뒤에 만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는 

것이 和이다. 不和는 不義에서 생긴다. 의로우면 和하지 않음이 없고, 和하면 利롭지 

않음이 없다.35) 

  

주자는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본분을 다함을 의로움으로 보면서, 이러한 의로움을 지닐 

때 이익이 된다고 본다. 富豪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빈민들에게 여해 줌으로써 자신

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리고 빈민은 부호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하고, 나아

가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호와 농민이 각자가 자신의 사회적 기능을 다해서 얻은 이익을 주자는 私益으로 

33) 『四書章句集注』,「論語集注券八」 均則不患於貧而和, 和則不患於寡而安, 安則不相疑忌, 而無傾覆之
患. 中華書局, 1995,  p.170

34) 『朱子集』, 「卷一百」, 公移, 勸農文, 兩者相須 方能存立......佃戶不可侵犯田主, 田主不可撓虐佃戶, p. 5106
35) 『朱子語類』,「券68」, 只萬物各得其分, 便是利.....這利者, 卽易所謂‘利者義之和’. 利便是義之和處. 程

子當時此處解得亦未親切, 不似這語卻親切, 正好去解‘利者義之和’句. 義初似不和, 卻和. 截然而不可
犯, 似不和., 分別後, 萬物各止其所, 卻是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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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러나 주자는 程頤川이 말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본분을 다해 얻게 되는 사익만을 

강조하면서 상 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 간의 조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주자는 양자 간의 조화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주자는 이를 진정한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자는 양자가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과 유기적인 연 를 할 게 

될 때 진정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주자는 이러한 이익을 公益으로 본다. 그래

서 주자는 私益은 반드시 公益을 목표로 할 때 정당하며, 公益은 또한 私益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익이 없는 공익은 공허한 것이 되며, 공익이 없는 사익

은 방탕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주자는 진정한 사익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이 공익에 부응할 때 참된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이익은 不和가 완전

하게 제거된 상태이며 조화의 극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36) 이와 같이 사창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상호 협력을 운 의 기본으로 삼게 될 경우에 공익과 사익의 일치(公私

一體)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37)제도이다. 

그래서 주자의 사창제는 동포애를 통해 여러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주자는 빈민이 사창제의 곡식을 여 받기 위해서는 그가 속해 있는 공

동체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앞의 관계자들의 도착을 기다려 일제히 고시하고, 각각 기일을 정하여 都(구역)을 

나누어 배급한다..... 출을 신청하는 자는 정해진 날짜 안에 장부(牀)을 갖추고 保

를 결성하여(매 10인을 한 조로 하는 보가 연 하여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10인 

이하는 주지 않는다.) 각 호가 직접 창고에 가서 나아가 곡식을 요청한다. 그리고 사

창, 보장, 부 장, 보장은 함께 창고에 나아가 얼굴을 확인하고, 실제의 인원수를 

세어 보의 명부와 조하여 거짓되거나 중복하여 곡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시 곡식을 내준 후 도장을 찍어 분명히 한다. 38) 

保는 향촌사회에서 10명(한 가족의 표를 말하고 있어 실제로는 열 가정을 말함)을 한 

조로 하는 최소의 단위이다. 주자는 그 당시의 행정단위를 인정하면서 그 운 에 있어서

는 국가의 관료시스템에 의해 운 되기 보다는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운 되어야 한다고 

36) 백은기,「주자의 주역본의에 나타난 이에 관하여」, 『대동철학』1집, 1998, 202-203
37) Wn,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표정훈 옮김, 『신유학사상의 새로운 해석, 중국의 ‘자유’ 전통』,이

산,1998, p.77
38) 『朱子集』, 「卷九十九」, 公移, 社倉事目, 申府差官訖, 一面出榜, 排定日分, 分都支散(先遠後近, 一日

一都),.....各依日限, 具牀, 結保(每十人結爲一保, 遞相保委, 如保內逃亡之人, 同保均備取保, 十人以
下不成保, 不支) 正身赴倉9米, 仍仰社首保正副隊長大保長, 幷各赴倉識認面目, 照對保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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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래서 그 당시의 保는 열 집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가장 덕이 있는 한 사람을 

主戶로 삼아 保長을 삼았다. 그리고 다시 오십 가족을 大保로 보고, 그 중에서 재물과 덕

이 있는 자를 선출하여 大保長으로 삼고, 열개의 大保가 합해져 一都保가 되며, 이 중에

서 행위가 절도가 있고,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덕이 있으면서 재력을 지

닌 자를 都副保正으로 삼았다. 사창제에서 1보는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

가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자 사창제를 운 하기 위한 경제적 토 는 바로 각 가

구가 최소의 단위이다. 그러면서도 주자는 보 단위에서부터는 반드시 그 단체장의 덕성

뿐만 아니라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 걸고 있다. 이러한 편제는 최소의 경제단위

를 가정으로 보고, 그 10개의 가정이 모여 하나의 保가 되고, 5개의 保가 모여 大保가 되

고, 열개의 大保가 모여 하나의 都保로 구성하고 있다.39) 주자는 부농과 빈농을 함께 구

성된 소규모의 경제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제로 구성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주자의 사창제에서는 빈농의 독자성과 개체성을 인정하면서 부농과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제를 구성하고 있다. 

주자의 사창제에서 최소의 경제단위는 가족이다. 사창제에서 가족(개체)은 반드시 일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집단주의 가치와는 달리, 각 가구들이 각자의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가구와 연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각 보(개체)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또한 다른 각 보와 연 할 수 있는 도보(공동체)를 

두고 있다. 이는 ‘다층적 경제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다.40) 여기에서 ‘다층’이란 어느 중

간 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집단은 다양한 개체들로 구성되어지면서 그 집단 자체는 

또한 상위 집단의 개체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다층적 경제공동체는 단지 개인과 개체의 

이익만을 강조하거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체와 공동체의 

이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다층적 경제공동체로 운 방식으로 인해 

사창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창제에서 곡식을 출받기 위해서는 개인자격으로

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장, 보장이 함께 보증을 서게 하는 방식으로 출방식

39) 『宋會要』, 「兵=保甲」, 十家爲一保, 選主戶有心力者一人, 爲保長, 五十家爲一大保, 選主戶最有心力, 
乃物力最高者一人, 爲大保長, 十大保爲一都保, 選主戶最有行止心力, 材勇爲衆所伏, 及物力最高者二
人, 爲都副保正. 

40) 다층적 경제공동체는 주희의 理一分殊론의 제도화되어진 형태이다. 이일분수는 하나와 전체가 결합
되어진 형태이며, 이는 다층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주자는 “이른바 乾道가 변화하여 각기 性과 
命을 바르게 하니, 그러한 총체가 단지 하나의 理이다. 이 理는 처하는 곳마다 모두 섞여 있으니, 
마치 곡식 낟알 하나가 자라서 모가 되고, 모가 꼿을 피우고 그 꼿이 열매를 맺어 곡식을 이루고, 
다시 본래의 형체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삭 하나에 백개의 낟알이 있으니 낟알마다 완전하고 또 
장차 이 백개의 낟알이 씨로 뿌려져 도 각각 백 개의 낟알 이루니 낳고 낳음이 그치지 않음은 처음
에 이 낟알 하나가 나누어져 간 것이다. 사물마다 각각 리가 있으나 총합하면 단지 하나의 理이다. 
(朱子語類, 卷94, 陳淳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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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주자가 빈농의 문제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족에 근거한 피라

미드 방식으로 연 하면서 극복하도록 권장하고자 한 것이다.  

주자의 사창제에서 생산조직과 개인의 관계는 총체적 인간 간의 연 에 의한 관계방식

으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생산과 소비도 하나로 통합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경

제 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협력과 신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그래서 주자는 바로 

경제공동체의 ‘신뢰성’, ‘공공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주민들을 교화시키고자 노력

하 다. 이것은 향촌사회의 지침인 鄕約에서도 잘 나타난다. 주자는 비록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한 직업교육보다는 도덕적 교화가 더욱 중요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백성들 또한 삶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나름 로의 최선의 노력과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자는 향촌의 구성

원이 행동에 필요한 규칙이나 가치 등에 한 교육과 교화를 통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증

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자는 향약에 德業相勸, 患難相恤, 過失相規, 勸善懲惡 

등의 사회규범을 명시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약속(鄕約)을 통해 상호 도덕성

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그래서 주자는 사창제와 같은 제도는 도덕심에만 의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다 구체

적인 객관적 법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程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41) 주자는 사창제를 시

행할 수 있는 규칙들을 사창사목이라는 공문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체적인 사

업의 규칙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구성

원 전체의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관하의 士民, 鄕鄰의 父老들에게 권한다. 연초에 모여 교화와 계율을 행하여 

간간이 일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後生의 자제들에게 모두 孝悌忠信의 행동을 수

련케 하여, 들어와서는 父兄을 섬기고, 나가서는 어른을 섬기며, 친척끼리 화목하고 

돈독히 지내고, 이웃사람을 화목케 하여, 서로 통하지 않는 바가 없게 하고, 어렵고 

곤란함을 당하면 서로 구휼하게 한다면 풍속의 아름다움이 옛사람에 비추어 부끄럽

지 않을 것이다.42) 

주자는 향촌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아끼고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주자는 그의 社倉事目, 勸諭榜 등에서도 사창제를 운 하기 

41) 같은 곳, (程子)又曰必有關雎麟趾之意, 然後可以行周官之法度, 正謂此也. (p.275)
42) 『朱子集』, 「卷九十九」, 公移, 知南康榜文 今9官下士民鄕鄰父老, 歲時集會, 幷加敎戒. 問或因事反復

丁寧, 使後生子弟咸知修其孝悌忠信之行, 入以事其父母, 出以事其長上, 敦厚親族, 和睦鄕鄰, 有無相
通, 患難相恤, 庶幾風俗之美不愧古人. (p.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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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전제로, 향촌 구성원들이 도덕적 교화를 통한 도덕성 확립에 두고 있다. 그리고 

주자는 이러한 향촌민의 도덕성(동포애)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동

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

과 매우 유사하다. 콜만은 도덕적 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한다. 콜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다른 형태의 자본과 같이 사회적 자본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부재시 달성

할 수 없었던 특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 예를 들자면, 구성원들

이 상호신뢰하고 타인에 한 믿음을 보이는 집단은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많은 것

을 성취해 낼 수 것이다. 농부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농기구의 사용을 공유하는 농

촌사회에서는 훨씬 더 작은 물적 자본을 가지고서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본

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 협력과 같은 도덕성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협력은 호혜성의 규범에 의해서 더욱 쉽게 달성될 수도 있다. 
43)

주자는 향촌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의 연 와 협력을 통해 빈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서, 도덕성이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자는 콜만과 

같이 협력을 구성원들이 지니는 상호이익에 기초한 도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구

성원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윤리나 사회의 유기체적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다고 해서 주자가 도덕의 공리적인 성향을 결코 부정한 것은 아니다. 주자는 향촌의 주

민들이 환난을 당했을 경우 주민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향촌의 구

성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 상호 간의 강한 연 의식

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사업적 경제에 기초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수평적이고 유 를 지니면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시 여긴

다. 이러한 사업적 경제는 실제로 구성원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소양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자의 사창제는 사회적 자본, 즉, 사회구성원간의 조화

와 개인의 도덕성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43)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4-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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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자학 ‘사창제’의 현대 한국사회에서 변용 가능성

연고집단이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서구의 근 화와 산업화가 동북

아 사회에 유입되기 이전의 사회적 경제인 사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조화

와 신뢰성에 있음을 논의해 보았다. 그러면 오늘날 주자학의 사창제에 근거해서 유럽이나 

미국과는 구별되어지는 한국형 사회적 기업으로 변용 가능한가?   

주자의 사창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상부상조의 향촌공동체는 근 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연고집단 간의 경. 

조사 등에서 상부상조하는 관습에서 전통사회의 공동체경제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1970년  농업생산 증진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종자개발, 경작법의 개혁

시도, 농기구의 공동구매, 농작물 재배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함, 공동 판매를 통한 이윤

창출 등의 경제행위는 전통사회에서의 향촌공동체 내부에서 상부상조의 협력방식을 계승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농촌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쉽

게 찾아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촌마을에서는 상부상조의 관습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이나 친족에 국한되어 있었다.44) 그러나 산업화와 근 화가 

진행되면서 서구와 같이 개인위주의 사회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전통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더욱 

확 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전통사회에서의 지역성을 탈피하

면서 그 연결망의 외연이 더욱 확 되어지고 있다. 우선 친족 간의 관계를 보면 도시로 

이주한 동복의 구성원들은 계속 그들 간의 연 를 강화하면서도 같은 성씨의 친족들과도 

새로운 연 를 맺고 종친회라는 문중보다도 더 큰 친족집단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또

한 친족관계를 떠난 이웃 간의 협조관계는 노동현장과 가정의 분리, 잦은 거주이동 등의 

도시생활의 성격 때문에 약화되면서 상 적으로 주민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친구나 친지를 만들어 상호협조의 의존관계를 복합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

리고 그들이 그 기관을 떠난 후에도 이 연결망은 계속 지속한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는 사적인 조직들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동호회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시장의 경쟁 논리와 국가의 행정 체제에서는 개인주

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 리기관인 제 3 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상

호부조의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4) 석현호. 유석춘 공편,『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2001.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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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구의 근 성, 산업화가 개인주의를 띄고 있는 반면에, 동양사회에서는 서

구의 근 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법률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

었지만, 생활 역, 즉 사적인 역에서는 개인보다는 더욱 공동체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배경에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인 관습에서 완전

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동양사회에서의 서구 근 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한국사

회에서는 국가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팽창과 무자비한 시장에서의 경쟁논리로 인해 개인과 

개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능을 절

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망은 일정부분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복지를 제공받거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능을 지니

고 있다. 즉, 개인이나 개별 가족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

을 때 공동체나 친족의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등의 호혜적 행위를 들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의 연고 집단을 제3섹터, 즉 비 리기구로 볼 수 있는가? 살라몬과 

안하이머은 비 리단체에 한 규정을  ‘ 리를 따르지 않는 분배적 특성’, ‘정부로부터의 

분리’. ‘재정적인 자립’,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4가지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고 보

았다.45) 살라몬과 안하이머의 정의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의 연고집단 또한 비 리부분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연고 집단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면

서, 국가나 시장의 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다. 비록 비공식적으로는 내부적인 연계

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연고 집단은 국가의 공적 권위와 시장의 사적 

리활동 외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적 통제 및 시장의 이윤추구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므로 연고 집단은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또한 

리의 결과를 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동시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약으로

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비 리 비정부 부분을 정의하는 조건에 해당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연고 집단의 성원들은 물론 출생이나 입학과 같은 생득적인 사건

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단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강압

적인 규범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연고 집단 또한 하나의 비

리기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분 한국인들이 연고 집단에 속해져 있는 

만큼, 연고 집단은 시민사회,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집단적 이익집단 보다는 더 넓은 외연

45) Salamon,L and H.K. Anheier, 1996, Social Origins of Cixil Society: Explaniming the 
Norprofit Se,Wokingctity papers of Johns: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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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의 근 화가 서구와 다른 연고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서구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은 분명 한국 전통사회, 특히 근 문화가 

유입되기 이전의 전통사회를 지탱한 사상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사상체계는 당연

히 유교, 특히 주자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자학은 개인을 고립적이고 추상적인 존재

로 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선상에서 존재를 이해한다. 이러한 관계망에서 타인을 고려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개인의 권리

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되어야 한다. 유교의 규범에서는 친 한 관계

일수록 상 방에게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호호혜적인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규범은 오늘날 연고 집단에서

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연고 집단에서는 친 한 감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면서, 

이 친 한 감정이 상호간의 관계가 극단적인 이익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호혜적인 관계로 

전개될 수 있는 토 이기도 하다. 그래서 호혜적 관계는 어느 한쪽에게는 당장은 이익이 

없지만 상 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고 집단은 그들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관계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적으로 기 하며,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할 때 돕지 않는다든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청하지 않는 행위는 연고 집단의 규범에 부합되는 않는 행위로 해석되며, 그런 일

이 계속될 때 유 관계는 균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호혜성은 분명 현 한국의 연고주의와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고 집단은 주지하다시피 그 내부의 응집력과 협력경제가 잘 지탱되고 

있지만, 그 내부 조직에는 단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적 연고주의

는 실제로 주자의 이념과 상반된다. 주자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향촌사회에서 한 개인이 그의 덕, 즉 공평성을 지니고 있을 때 군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고,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얻게 된다. 따라서 주자학에서의 군자는 ‘공정함’을 행위 

덕목으로 삼는다면, 소인은 개인의 사사로움에 근거해 행위 하는 무리로 본다. 그래서 군

자는 공공 역에서 “두루하지만 패거리 짓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으로, 소인의 경우

는 “패거리를 짓고 두루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두루함(周)과 치우침(比)은 

공공 역에서의 두 가지 행위 방식이다. 주자는 군자가 행하는 ‘周’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공평함에 근거하고 있지만 소인이 행하는 ‘比’의 경우는 오직 패거리

를 지을 따름.46)으로 본다. 이러한 차이는 군자의 마음이 공평하고 크며 소인의 마음은 

46) 『朱子語類』 「卷24」, 君子之於人, 無一人使之不得其所, 這便是周; 小人之於人, 但見同於己者與之,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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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움이 개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자는 군자와 선비는 ‘天理之公’, 사욕의 긴장

립에서 천리지공을 실천함으로써 하늘과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

데 연고주의와 가족이기주의는 유교의 전통적 덕목과는 분명하게 치하 다. 이러한 배

타적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는 사욕의 주체가 개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사욕을 추구한다. 이와 상반되게 주자학에서 향촌사회의 공공경제는 분명 개인의 사욕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한국의 연고주의는 주자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주자의 다음과 같은 말

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종친을 

사랑하고 미루어 확 하여 천하국가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단지 사랑의 발현이며 

사랑 가운데에는 여러 등차가 있다.” 47) 

위의 내용에 따라면 유교는 연고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자학에서 볼 

때 연고주의는 바로 仁을 실천하는 출발점이지 그 목표는 될 수 없다. 위의 주자의 언급

은 바로 맹자가 “부모에게 절친하게 하고 나서 백성에게 인자하고 백성하게 인자하고 나

서 사물을 아낀다.”48)고 한 것에 한 해석이다. 이 문장은 맹자가 부모에 한 사랑을 

중시하면서 가족자체의 연 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연 는 모든 사물에게까지도 

확 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바로 仁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공공선은 또한 반

드시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 사익과 공공선이 분리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연고주의가 집단 내에서 연 와 협력을 강화해 준다는 측면에

서는 분명 집단 이기주의로 나아갈 여지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인류전체로 확 될 때 정

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고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연고 

집단의 유감이 특정 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전체, 더 나아가 인류전체로 확 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실제로 최근의 연고 집단은 한 개인은 특정 학교의 동창회와 특정 지역의 향우회와 같

은 여러 개의 연고 집단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을 기준으로 향우회가 존재

할 때, 한 개인은 면 단위의 향우회에 소속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보다 확 된 郡이나 道 

단위의 향우회에 소속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면 바로 한민족 공동체이다. 

同於己者惡之, 這便是比
47) 『朱子語類』, 「卷98」, 且如愛其親, 愛兄弟, 愛親戚, 愛鄕里, 愛宗親, 推而大之, 以至於天下國家, 只是

這一個愛流出來., 而愛之中便有許多等差. p.2527
48) 『孟子』.「盡心上」,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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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이란 개념 역시 부모와 자식으로만 구성된 서구적인 핵가족을 의미하는 경우

도 있지만, 동시에 8촌을 포함하는 친척까지도 확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성을 공유한 사람은 모두 한 집안사람, 즉 종친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친가 외가, 

처가를 모두 합친 가족 개념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직들은 모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되어진 모임이 아니라 친목도모를 위해서 구성되어진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사랑에 의한 연 가 더 확 될수록 한국사회는 더욱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비 리기관의 특징이 이러한 연고 집단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 

또한 이러한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을 때 노동자 중심의 협

동조합 위주의 유럽형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형과 구별되어

지는 동북아식 사회적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여 상 또한 유럽

과 같은 소외계층 위주의 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몇몇 복지가 위주의 미국형과도 구별

되며, 부분의 중산층 중심의 사회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자체의 

유 와 신뢰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을 경 하면서 그 조직 자체 내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하거나 또한 그 조직과 관련 있는 사회적 서비스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사

업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단내의 친구나 또는 친척에게 생활비 일부를 제공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그들이 그 

집단의 일원으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연고형 사회적 기업은 그 집단 내부의 실업자 구제나 빈곤층 학생들의 장학금을 확보, 

노인복지, 향우회에서는 고향 마을 공동체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운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분명 문화적 공감도와 혈연적 유 를 지닐 수 있기 때

문에 더욱 큰 효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복지나 인류전체의 복지라는 거 한 목표를 미리 생각하기 보다는 우선 각자의 연고 집단

의 빈곤층의 문제와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에서 얻은 수익은 리기업과는 달리 그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한다. 자신의 주위 연고 집단을 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고 집

단이 성공할 경우에 그 외연을 넓혀 나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역과 연 하여 더욱 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문중에서 종친회로 마을단위에서 군, 도, 

국가의 단위의 향우회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공공성은 바로 집단

이기주의적 경향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목적 

자체가 개인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체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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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북아 사회에서는 특정한 인물이 소속되어진 연고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단체, 즉 한 사람이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동우회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연고 집단 중심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이나 유럽의 비 리 비정부 부문의 조직과

는 달리, 연고 집단의 구성원들이 연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1부문이나 

제2부문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

속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연고 집단의 구성원들이 1부문인 국가의 관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2부문인 기업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구의 비 리, 비정부부문과는 달리 

한국사회의 연고 집단은 국가나 시장과 구분되는 제3의 부분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국가

부문과 시장부문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표현일지 모른다.49) 

물론 과거와 같이 연고 집단과 국가부문과 시장부분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동북아 사회에

서는 국가의 관료와 기업의 경 진은 자신의 연고 집단을 배경으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자

신의 이익을 관철하기도 하 다. 그러나 서구의 합리성이 제도권과 시장에서 더욱 강화되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과 리조직에서 연고 집단의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연고 집단과 정부와 시장조직을 분명하게 구별하면

서, 각 역이 각자의 기능을 다하면서 서로 간에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을 

때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국가도 또한 효율성, 

자본화 일면으로 치닫는 것에 한 견제작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소통의 주체는 

바로 개인이다. 즉 개인은 연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부와 시장조직에 속해 있는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은 복지단체와 달리 조직 자체가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함을 부정하지

는 않는다. 그래서 연고 집단의 회원의 의무는 바로 회비를 내는 것에 있다. 회원의 회비

를 잘 운 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연고 집단의 빈곤층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은 연

고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가와 시장에 속해 전문인기도 하다. 그래서 

기업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기회에 전문적인 경 마인드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러한 공공사업에 더욱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

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리집단

이 수익은 또 다른 공공단체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 즉 마을단위에서 얻은 수익은 오히려 

49) 유석춘, 장미혜, 「한국의 비영리, 비정부영역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0권2
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99.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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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나 道 단위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자의 사창제에서도 살

펴 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성공여부는 결코 자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유

에 있다. 특히 유가형 사회적 기업에서는 ‘殺身成仁’과 같은 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웃

과 친구에 한 조금만한 사랑과 관심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조

금만한 사랑의 힘이 사회가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유학이 추구하는 

만민이 형제이고 동포가 되는 ‘大同社會’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승자만이 독식하

면서 패자를 잡아먹는 자본체제에 해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조금의 인류애를 실천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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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교와 어울림 :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정  승  안 

(동명대)

1. 들어가며

한국미술사에 한 본격적인 연구가 1970년 부터 다면 2000년 에는 한국미술사학

에 한 본격적인 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에서의 사회사상사와의 관

련성속에서의 미술사에 한 논의는 부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시기의 레오나르드 다빈

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등에 한 찬사에서부터 시

작한다. 사회과학의 성립과 근 사회의 등장이라고 불리는 시기의 로마와 파리, 라노,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미술사의 등장은 위 한 예술로서의 서양미술사에 한 극찬

과 메디치가나 위 한 가문들의 문화예술에 한 지원은 오늘날의 문화와 문화산업의 모

델이 되엇다는 찬사와 더불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부분의 미술관의 전시품

들 중 많은 내용들이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단순한 전리품

으로서의 예술작품이 서구적 미학의 전 세계적 지배와 문화적 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2010년도에 700여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불화 전을 열어서 일본에 있는 고

려불화 27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고려불화 61점등을 전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고

려불화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 의 일반회화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1) 서구 미술의 정점에서 

평가받는 ‘모나리자’보다도 한국적인 아름다음과 우아함을 간직한 미술작품으로 평가받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가 고려불화이다. 청자, 나전칠기, 금속활자등의 조형예술과 더불어 고

1) 우리는 고려시대 하면 청자만 얘기하며 문화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14세기 전반기 고려
사람들이 이룩한 불화는 당시 세계문화사에서 최고의 작품들이다. 프랑스의 기메박물관이나 독일의 
베를린미술관,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세계 유수 박물관에서 고려불화를 소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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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불화는 우리나라가 지닌 문화유산 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종교예술이며 

회화사에서도 손꼽히는 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의 고려불화는 고려후기에 제작되

어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 고려 말과 임진왜란의 시기에 부분 외세에 약

탈당하고 그 존재조차 확인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려불화의 현재적 의미에 

한 고찰을 통해 동양적 미인식에 한 고찰과 오리엔탈리즘적인 미학적 관점을 넘어서기 

위한 논의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는 한국 종교미학에서의 

새로운 관점과 풍부한 시야를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기여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2. 고려불화 등장의 사회사상적 배경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처음부터 끝까지 삼았던 유일한 국가이다. 그래서 흔히 왕실귀족

의 불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평민이나 천민에 이르기까지 전 민중이 한결같이 열렬

하게 신봉했던 종교가 불교 다. 가히 불국토라 이를만 했던 것이다. 고려 불화의 화기나 

불상의 복장기에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시주자의 명단에는 왕실귀족

은 물론 평민이나 천민에 이르기까지 평등하게 골고루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사

람들이 즐겨 신봉했던 불교는 5교 9산으로 흔히 알려진 교종과 선종의 여러 종파의 교리

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 교리가 다르면 그들이 믿었던 주존이나 모셔지는 불상의 

상과 내용도 달라지게 마련이어서 종파에 따라 불상이나 불화의 종류나 주불들도 달라진

다.

그러므로 고려 불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당시 사람들

의 사회사상으로서의 정토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불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

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인 서방정토를 관할하는 부처이다. 고려인들은 극락정토에서 왕생

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석가모니불보다 아미타불을 많이 모신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

도 전통 사찰 가운데는 웅전 이름이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는 부분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기 때문이다. 아미타불 못지 않게 자주 등장하는 것

은 자비의 상징인 관음보살과 원본존 지장보살인데 이들 역시 정토사상과 접한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생들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과 지옥의 고

통받는 중생까지 모두 해탈시키겠다는 서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지장보살은 현세와 내세의 

기복적 측면을 강하게 상징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고려불화들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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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아미타불과 관련한 그림들이다. 아미타관계 그림들 외에 일부 미륵불화와 약사불

화, 조사도나 신장도들이 약간 남아있지만 아미타관계 불화에 비하면 극소수이기 때문에 

고려불화의 내용상 특징을 뚜렷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고려 불화는 이처럼 종교와 예술의 오묘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미술사

상 가장 뛰어난 걸작들이다. 먼저 가장 많이 조성되었고 제일 많이 현존하는 주제는 아미

타불화이다. 아미타불화는 관경변상도2), 아미타존상도3), 아미타래 도4) 등 세 종류가 있

는데 비교적 골고루 남아있는 셈이다. 관경변상도는 여러 점이 발견되고 있고 화면도 

형이며, 작품성도 뛰어나 고려의 표적인 불화로 크게 중시되고 있다. 미륵하생경변상도

나 약사불화도 미륵불화 많이 조성되었다.

이렇듯 정토사상과 관련해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는 〈관경변상도〉가 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극락세계

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극락도〉라고도 한다. 이 그림은 본디 인도 마가다국에서 아

2) 부처님 당시 가장 강대한 왕국이었던 마가다왕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관
무량수경의 내용을 도상화하여 그린 그림이다. 당시 마가다왕국에는 국왕이 빈비사라,왕비가 위데휘, 
왕자가 아사세 태자였는데 아사세태자는 부왕 빈비사라왕을 가두고 왕위를 찬탈한 후 아사시키는 역
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과 경과 그리고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있다. 원인을 그린 
것이 서품변상도, 경과와 결과를 그린 것이 본변상도로 거의 1조를 이루어 제작되고 있다. 1312년에 
그려진 각선필 관경서품변상도나 서복사소장 서품변상도는 서로 구도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주제
로 그린 것으로 밝고 은은한 화면은 고려불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일품이다. 또한 서복사소장 관경
변상도는 2m가 넘는 대형화면을 빈틈없이 채운 본변상의 주제로서 좌우 대칭의 치밀한 구도,정교하
고 단아한 형태,호화찬란하고 밝고 부드러운 색깔,정밀하고 찬란한 금선무늬등으로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을 수 있다.

3) 아미타 예불존상도는 가장 많이 조성되었는데 아미타불에 대한 예배를 목적으로 그려진 예배도라 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정면향하고 본존은 앉아있는 형식이 보편적인데 아미타불 한분만 모시는 
독존도, 관음 세지 또는 지장보살이 협시하는 3존도, 아미타 8대보살이 협시하는 9존도 등 다양한 구
성의 예배도는 대표적인 아미타도 형식이다. 독존도는 1306년작 아미타불도(근진미술관장)나 옥림원소
장 아미타불도가 대표적이다. 1306년 아미타불도는 화려한 8각대좌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뒤에
는 두광과 전신광이 2중원을 그리면서 배경으로 비치고 있다. 옥림원소장 아미타독존도는 이 보다 훨
씬 날씬하고 단아한 불상형태, 세겹의 아름다운 광배, 8각대좌의 현란한 꽃무늬와 영락장식,화사하고 
찬란한 가사와 꽃무늬 등은 아름답기 짝이 없는 독존도인 것이다. 아미타3존도는 여러 점이 현존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그림은 아미타,관음,세지 각 한폭씩 세폭이 한 조를 이루는 3존도이
면서 또한 각폭 마다 제각기 3존도를 이루고 있는 특이한 3존도 때문이다. 각폭마다 배치된 협시들이 
유난히 작아진 형태,굵고 흰 옷깃등이 이 3존도를 유별스럽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아미타 9존도는 
1307년작 노영 필 아미타9존도인데 협시는 무릎아래 2줄을 형성하고 있어 8개의 둥근 원들이 본존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4) 아미타래영도 또한 아미타존상도 처럼 독존도, 3존도, 9존도등 세 종류가 있다. 래영도는 수행을 잘 
닦거나 좋은 일을 한 중생이 임종했을 때 아미타부처님이 극락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몸소 맞이하러 
온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상이면서 비스듬히 서서 중생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
래서 중생이 모서리에 서고 부처님일행이 대각선의 모서리에 서는 이른바 대각선구도를 나타내는 것
이 일반적이다. 독존의 래영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1286년 아미타래영도이며, 3존래영도는 호암
미술관 3존래영도이고 9존도는 근진미술관소장 9존래영도이다. 이 가운데 최상의 걸작은 호암의 아미
타3존래영도이다. 아미타, 관음, 지장 3존이 대각선으로 배치되어있는데 관음은 허리를 굽혀 망자를 
연대에 태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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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권을 빼앗는 비극이 벌어졌으나 석가여래가 현신해 이들을 구

제한다는 내용의 〈관무량수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석가여래는 여기서 설법을 

통해 극락정토에서 왕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16관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관경16관변

상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하품하생에서 상품상생까지 극락세계의 

9단계는 사실 〈관경변상도〉의 16관 가운데 3관에 불과하다.

<아미타여래도>는 <독존도>에서부터 관음, 세지 두 협시보살이 등장하는 <삼존도>, 8

보살과 함께 한 <구존도>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특히 삼존도 형식으로 그려진 고려 

불화들에는 거의 부분 아미타불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아미타불에도 좌상과 입상 두 

가지가 있으나 어느 것이든 특유의 당당하면서도 근엄한 모습은 마찬가지다. 체격도 협시

보살들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이에 비해 보살도는 화려하고 장식이 많다.

불상도 이외에 보살도들이 량 조성되는데 수월관음보살도와 지장도가 표적인 예들

이다. 수월관음보살도는 아미타불화만큼 많이 조성되었던 많은 걸작들이 남아 있다. <관

음보살도>는 특히 그렇다.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그려진 불화 가운데 하

나인 〈수월관음도〉의 경우 보관을 쓴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투명한 가사를 덮어쓰고 

있는데 그 주름이 너무도 생생해 섬세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지장보살도>는 그

렇게 화려하지 않다. 중생과 고통을 함께 하는 보살답게 무심하면서도 속세의 번뇌가 어

려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 일본 젠도사 소장 〈지장보살도〉는 드물게 보는 화려한 작품

이라 할 수 있다.

승불교적인 전통에서는 관음신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

구하고 수월관음도의 불교적인 의미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음보살을 바라는 간절

한 마음들이 투 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수월관음은 석가모니의 마음을 집약한 또 다른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관음도를 통해서 ‘정화’와 ‘이타적 자비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본다. 종교를 넘어 예술로 승화시킨 수월관음도는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과 사유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고려불화 연구현황과 실태

전 세계에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모두 160여점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10여점을 보

유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 20여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44개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나머지 130여점은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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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월관음도에 한 관심과 연구는 강우방의 논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강우

방은 ‘수월관음의 탄생’에서 ‘ 기화생론(靈氣化生論)’으로 수월관음도의 아름다움에 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우리미술의 바탕에는 노장사상에 근거한 ‘ 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이든 조각이든 ‘ 기’5)가 있다는 것이다. 강우방은 수월관음도의 해석에서 연꽃에서 

만물이 탄생한다는 요시무라 레이 교수의 연화화생론(蓮花化生論), 구름 모양에서 탄생한

다는 이노우에 다다시 교수의 운기화생론(雲氣化生論)을 발전시킨 자신의 이론 ' 기화생

론(靈氣化生論)'을 소개하고 있다. "기가 모여 만물이 생기고, 우주에 생명력이 가득차는

데,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며 "사람들이 흔히 불화에서 국화나 구름으로 보는 무

늬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의 시초인 제1

기 싹이 생겨나서 그것이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다시 제2 기 싹을 만들어내고, 점차 구

체적인 생명의 형태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기화생론의 개관이다. 강우방은 "고구려 벽

화는 기문(생명 시초인 기싹이 자라난 모양)이 성립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

나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월관음도를 비롯한 동시  다른 불상, 의복의 무늬, 도자기 

등을 통해 폭 넓게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기운이 가득하고 그 기운을 하나의 생명으로 모아내는 신령스러운 그 무엇

이 바로 물, 여성, 달이라는 관념은 일종의 신화로서 모든 문화권에 공통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화생론은 우리 “그림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초역사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도

구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수월관음도를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에다 비교하고 한

다. 이미 이름에서부터 물(水)과 달(月)을 끼고 있으며 지극히 여성적인 자태로 묘사되고 

있기에 “그리스의 비너스, 이란의 달의 신 아나히타, 인도의 비슈누 등은 모두 물의 신”

과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표적인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일본 교신지(鏡神寺)에 있는 고려불화 ‘수

월관음도’는 ‘미소짓는 신’이라는 주제로 통합된다. 관음의 아름다운 미소가 현실의 

고통을 초월해있는 듯하다면 가장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전해주는 ‘모나리자’의 미소

와 상통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 다이도쿠지(大德寺)에 소장된 ‘수월관음도’는 레오나

르도 다빈치의 또다른 작품 ‘암굴의 성모’와 비교된다.

5) 그는 영기에 대해 “우주에 충만한 생명력 혹은 정신이나 마음이며, 다른 말로는 도”라고 부를 수 있
는 것이라고 본다. 마치 처음 싹을 틔우고 나오는 고사리처럼 둥글게 말려나오는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물 줄기나 물결, 구름같은 단순한 문양에서부터 용, 봉황과 같이 복잡한 
생물에 이르는  온갖 무늬들이 모두 영기의 변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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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소사 물방울관음

2010년에 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 '고려불화 전-700년 만의 해우'전에서 전시되었던 

작품들 중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 바로 일본 도쿄 센소지 절에 소장돼 있는 '수

월관음도(水月觀音圖)'이다. 일명 물방울 관음보살도로 알려져 있는데, 비단 위에 채색으

로 완성된 142㎝ x 61.5㎝ 크기의 긴 족자 형태로, 관음보살 뒤에는 물방울 모양의 커다

란 광배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구도와는 달리 이 '수월관

음도'는 물방울 모양의 광배 안에 관음보살이 서 있는 형태이다. 수월관음도의 일반적인 

모습에서처럼 보살의 한 손에는 중생의 고통해소와 갈증을 해결해 주는 정병을 들고 있

다. 또 다른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로 감로수를 흩뿌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 머

리카락 굵기의 가느다란 철선이 섬세하고 꼼꼼하게 묘사돼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옷의 

주름과 다른 문양들과 어울리며 옷감처럼 사실감있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를 받은 바 있다.

2) 가가미신사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일본 사가현에 있는 가가미신사가 소장한 수월관음도는 고려불화뿐 아니라 한국불교회

화에서도 백미로 꼽힌다. 고려 충선왕의 왕비가 1310년 궁정화가 8명을 동원해 만든 것

으로, 어떤 경위에서인지 얼마 뒤 일본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는 현재 세

로 430㎝, 가로 254㎝이지만 원래는 세로 540㎝, 가로 270㎝ 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불화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작품성 또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사람 키의 몇 배에 

이르는 작이지만 세 한 붓질과 관음보살의 전신을 감싸 안고 흐르는 비단 너울의 유려

한 흐름새 등은 고려미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는지 보여준다.6) 그림 명문에는 1310년 

고려 26  충선왕(재위 1308~13)의 후궁이던 숙비 김씨가 화원 8명을 시켜 그렸다는 기

록이 남아 있다. <고려사>를 보면 숙비는 원래 충선왕의 아버지인 25  충렬왕의 후궁이

었다. 원나라 출신 왕비를 잃은 부왕을 위해 충선왕이 과부 던 숙비를 애첩으로 들여준 

것이다. 1308년 8월 충렬왕이 죽자 숙비는 왕위를 이은 연하의 충선왕과 동침하며 다시 

후궁이 되어 권세를 부린다. 게다가 충선왕은 등극 석달 만에 원나라로 떠나 다시는 고려 

땅을 밟지 않고 편지로 정사를 보았다. 불화는 그 뒤 1310년 5월 그려졌다. 일본 기록에 

불화가 나타난 건 다시 그로부터 81년 뒤다.

6) “정밀 분석 결과 보살 이마 위 백호는 1㎜도 안 되는 세밀한 나선 모양의 선을 계속 되풀이해 그린 
것이며, 아래 바위도 초록색 안료를 입혀 그늘을 드리운 효과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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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국가 내용 그림

도쿄박물관 일본

나라박물관 일본

규슈박물관 일본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미국

보스턴박물관 미국

기메박물관 프랑스

베를린동아시아박물관 독일

예르미타시박물관 러시아

단잔(談山)신사 일본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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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소지(淺草寺) 일본

물방울관음, 관음보살이 은

은한 녹색의 물방울모양 광

배안에서 있는 모습, (144x 

62.6cm, 견본채색)가 독특

하다. 이 그림은 왼쪽 아래

에 ‘해동치선 납 혜허필’이라

는 금분으로 쓴 명문이 있

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 

대부분의 수월관음도가 반가

상인데 비해 현존하는 유일

한 독립된 입상. 섬세하고 

유려한 아름다운 품격

사가현 가라츠시

가가미신사

(鏡神社)

일본
4.2미터, 고려충선왕의 숙비

가 1310년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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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토쿠사 일본
비스듬한 관음보살, 선재동

자, 용왕, 귀인

후쿠오카

조텐(承天)사
일본

윤왕좌, 물가 바위에서 달빛

을 받으며 관음보살이 선재

동자에게 불법을 설파하는 

장면. 조선-고려의불화의 흐

름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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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미학과 구성요소들

고려불화는 채색의 화려함에서 단연 돋보인다. 화려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기에 

더욱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다. 섬세하고 단아함과 더불어 뚜렷한 원색을 기본으로 한 화

려한 채색은 불교회화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금니(金泥)라 불리는 금가루를 활

용한 채색은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기품을 드러낸다. 이와 더불어 부드럽게 선을 타고 흐

르는 선의 묘사, 선묘(線描)는 우리 전통의 미의식과 불교적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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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왼편에서 교화를 돕는 보살이다.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제해준다는 보살이다. 주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들을 제도하고 고난에서 구제하며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현세이익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 왜 고려 사람들은 이 수월관음도를 즐겨 그렸을까? 거기에서 당 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지향하던 인간의 사회적 삶과 이상향에 한 지향이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은 여러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 중생을 고난에서 구제하고 안락의 세계로 

이끄는 자비의 화신이다. 관세음보살이란 명칭은 '인간 세상의 소리를 살펴보는 보살'이란 

뜻으로, 중생이 괴로울 때 그의 이름을 정성으로 외우면 그 음성을 듣고 구제받는다고 한

다. 관음보살의 공덕에 관해서는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화엄경’의 입법계품이 

표적인 경전이다. 관음보살을 설명한 표적인 불교경전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

이라고 한다면, 고려불화의 관음보살도는 이 법화경과 ' 방광불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내

용을 기본으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7). 그러므로 수월관음도는 고려 관음보살의 표적

인 도상으로 현존하는 고려 불화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화엄경에서 전하는 

관음은 어느 보살 못지않게 친근감이 있어 민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보살이었다. 그래

서 인지 고려의 불화중 이 수월관음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고려의 관음도를 ‘수월관음도’라 부르는 것은 고려 의 이규보가 지은 ‘낙산관음복장

수보문(洛山觀音腹藏修補文)’에서 말한 수월수상이라는 말에서 연유했다고 전해진다. 일본

에서는 관음도에 반드시 버드나무 가지가 있다하여 양류관음(楊柳觀音)이라고도 부른다.

2) 수월관음도의 정형

일반 불화에 비해 아름답고 화려한 고려의 수월관음도는 그 형식면에서 몇 가지 공통점

이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관음이 약

간 오른쪽을 향하고 반가부좌(半跏)한 자세로 바위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정진하고 있

7) 중국 장언원(張彦遠)의 '역대명화기(歷代名畵記)'에 의하면 수월관음도는 8세기 중. 후반 당나라의 궁
정 화가였던 주방(周昉)이 창안하였다고 한다. '대방광불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월관음도는 선재동자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 53명의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28번째로 보타락가산에 
거주하는 관음보살을 방문한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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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보관(머리에 쓰는 관)에는 화불이, 등 뒤에는 나무가, 그리고 오른팔 앞쪽의 바위 

위에는 정병(꽃병)에 꽂힌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고, 관음의 시선과 맞닿는 화면 오른

쪽 아래 부분에는 선재동자(뛰어난 재주를 가진 동자)가 물음을 구하는 구도행이 표현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연스레 선재동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러한 화면 구성은 관음보살이 머물고 있는 곳

이 보타락산이라는 바다에 접해 있는 바위산이며 구도여행을 하는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 머리 위에서부터 길게 늘어뜨린 투명한 베일로 몸을 감싸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

고 있으며, 오른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다. 관음보살의 등 뒤에는 한 쌍의 푸른 나무가 

솟아 있고, 오른쪽에는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이 투명한 그릇 위에 놓여 있다. 이 정병과 

버들가지는 병자의 몸을 치료해 주는 도구로 관음의 자비심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도상

이다. 관음보살 앞쪽에는 산호와 보주로 장식된 연못이 화려하게 표현되었는데, 경전에서 

묘사한 보타락가산의 모습이 그 로 재현되어 있다. 연못 건너편에는 관음보살을 향해 두 

손을 경건하게 모은 선재동자의 모습이 한 점 사심없는 구도행의 극치를 보여준다.

3) 선재동자

고려시 의 수월관음도는 불화의 한 장르라 할 수 있다. 그 주제는 물론 화폭 한 가운

데의 관음보살이다. 그런데 보살상에는 반드시 부수적 그림이 따라 붙었다. 바로 선재동

자 그림인데,불교에서 인격화 한 어린이가 선재동자인 것이다. 선재동자는 늘 수월관음도 

왼쪽 맨 아래 모서리에 자리잡았다. 화폭에서 동자의 지정석은 관음보살의 눈길이 머무는 

지점이기도 했다. 여간한 눈설미가 아니고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게 처리

되었다. 그러나 눈여겨 보면 작은 선재동자를 비로소 만나고, 또 어린 구도자의 표정을 

넉넉히 읽을 것이다. 수월관음도의 묘미는 사실상 선재동자 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맑은 눈망울에 구도의 간절함이 있다. 고려불화의 격을 높인 것이 선재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음보살을 올려다 우러러보는 선재동자의 눈매는 초롱초롱했다. 그런데 

간절한 소망이 어려있다. 동자가 소망하는 것은 체 무엇일까. 그 답의 근거는 「 방

광불화엄경」에 기록되었다. 문수보살의 권유로 구도여행에 나선 동자가 관음(관세음보살)

을 만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 때에 동자는 착한 길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기를 간청하

고 있다. 바로 그 장면이 수월관음도속의 선재동자다.

선재동자는 우선 머리의 골간이 잘 생겼다. 뒤통수가 유난히 튀어나온 짱구머리이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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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도복숭아 같은 머리통이다. 그리고 작으면서도 도톰한 진홍빛깔 입술이 어여쁘게 오

뚝한 코와 어울려 얼굴은 더욱 귀엽다. 그러나 구하는 바가 너무 크고 간절한 모양이다. 

마치 턱을 고이 듯 높게 합장한 앙징스러운 손에서 동자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이다. 그리 

숱이 실하지 않은 짧은 머리를 누가 따주었는지, 붉은 댕기를 드렸다.8)

수월관음도는 당나라 화가 주방이 처음으로 그렸다는 「역 명화기」의 내용을 고려하더

라도 고려불화가 중국의 수월관음도를 그 로 모방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불·보살의 모

델은 고려사람들이었을 것이다.

4) 구도행

보타낙가산의 암벽에서 관세음보살이 진리를 찾는 선재동자에게 불법을 깨우는 그림이 

수월관음도이다. 선재동자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 관음보살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 내용

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을 통칭 수월관음도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식을 찾

아 남쪽으로 여행하며 53명의 스승을 차례로 방문했다는 선재동자가 중생을 구제하는 자

비의 상징인 관음보살을 만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수월관음(水月觀音)'에 한 내용은 그 자체로서 스토리를 지닌다. 남

인도 바닷가에 있는 보타낙가산의 유지(幽池)위에 비친 달처럼 말고 아름다운 모습의 관

음보살이 위에 앉아서 물에 비친 달을 보며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내용이다.

이렇듯 고려의 수월관음도는 티베트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소재와 내용을 함축하고 있

다. 특히 우리의 수월관음도에는 쌍죽이 그려져 있는데, 일본 다이도쿠지(大德寺) 소장 

‘수월관음도’는 동해 용왕과 의상 사의 낙산사 전설이 담겨 있는 게 특징이다. 강원도 양

양 낙산사에서 보듯이 의상 사의 창건설화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세음

보살이 의상조사에게 쌍죽이 솟은 곳에 전각을 세우라는 전설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낙

산사 홍련암의 관음굴에서 몸소 수행하신 까닭에 굴속의 바위에 앉아계신 모습으로 친근

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8) 「화엄경」 기록의 선재동자는 복성땅에 사는 사람이 낳은 5백명 아들중에 하나로 되어있다. 선재라는 
이름은 마침 복성에 왔던 문수보살이 지어주었다고 한다. 아이 하나가 태어날 때 값진 재보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중국사람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가면 복스
럽게 잘 생긴 옥동자 무리를 그린 액자가 더러 걸려있다. 선재동자와 무관치 않은 요새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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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불화의 현대적 함의

1) 사회사상과 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

아름다움에 한 태도는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아름다움은 사회사상의 반 과 시 적 

여건이 충분히 반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미술사에서는 이러한 사회사적인 측

면에서의 문화미학에 한 사례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부분 추상적인 심미적인 측면

에서의 미의식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미술계의 논의도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된다.

월간미술에서 문화계 중진 47인 설문결과에서 일본의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국의 미를 ’비애의 미’ ’무작위의 미’라고 정의한 것은 이후 한국미의 규범으로 받

아들여졌다. 가령 고유섭의 ’무기교의 기교’, 김원용의 ’자연주의’, 최순우의 ’비인위

적 자연미로서 무관심성’ 같은 개념도 그 뿌리는 야나기 무네요시 던 것이다. 이처

럼 ’한국미’는 오랫동안 주체적이기 보다 외부에 의해 규정된, 추상적인 미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술전문지 ’월간미술’ 8월호는 건축가 김석철, 사진작가 강운구, 오주석 간송미술

관 연구위원, 김재열 호암미술관 부관장 등 문화예술계 중진 47명에게 ’한국미의 진

실’에 한 질문을 던졌다. 진정한 한국미를 보여주는 작품을 5점씩 추천하게 하고 

사유를 물은 것이다.

이들은 한국미의 근원으로 인간미, 단아함, 융통성과 넉넉함, 자연미, 자연과의 합일

정신, 순박함과 소박함, 웃음과 해학, 간절함, 잔치성(축제성), 모자라는 듯 하면서 

넘치지 않는 중용의 미, 정제된 담백함, 탈격의 미, 여백의 미, 범함과 역동성, 배

려의 미, 은근함, 곡선미와 칭미, 기운생동, 순수성, 전아(典雅)· 호방(豪放)· 충담

(沖澹)· 부귀미(富貴美), 융합성과 다양성, 샤머니즘적(주술적) 정서, 소거(消去)의 미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위엄과 자비의 조화아래 살아있는 듯한 정교한 표현이 돋보이는 석

굴암이 16표로 단연 1위 고 양쪽 눈썹과 콧등으로 이어지는 선이 명상적 아름다움

을 자아내는 국보 83호 ’신라 금동미륵반가상’(7표),예리하면서도 힘찬 필세로 태극

형상으로 압축된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한눈에 내려다본 정선의 ’금강전도’(6표)가 뒤

를 이었다.’서산마애삼존불’ ’성덕 왕신종’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고려불화-수월관음

도’ ’김홍도의 풍속화첩’ ’조선민화’(4표)도 한국미의 표본으로 꼽혔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한 태도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미

에 한 인식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한국적 형이상학과 조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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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학에 한 새로운 의미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사회사상적인 

측면에서의 문화미학에 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이다.

2) 모사와 복원을 통한 전문가육성, 전통문화의 활성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모사(模寫)’의 역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모사란 단순히 어떤 그림을 그 로 본떠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선인의 정신

세계까지 옮기는 것이며 전통문화를 다리처럼 연결해 가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런데 현실

적으로 모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모사화가를 육성하려는 정부 차원의 

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첨단 디지털 모사기법이 등장해 모사화가가 육성된다 해도 

잘못하면 곧바로 사장될 처지에 놓여 있다. 고려 불화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섬세함과 

정교함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는 고려 불화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95%가 일

본에 가 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려 불화가 세월에 부 껴 형태를 잃거나 화재라도 나

서 소실된다면? 모사는 여기서 빛을 발한다. 모사를 통해 미리 원형을 되살려 놓을 수도 

있고,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 낼 수도 있다. 문화재급 회화나 벽화 등의 모사 기술이 

발전하면 문화재의 훼손·도난·소실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도 용이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재가 일제시  해외로 반출됐거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거 소실돼 해외 작품이나 소실 작품에 한 모사작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3) 예술사와 종교사에 대한 통합적 인식의 필요성

4) 세계화시대의 문화르네상스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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