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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철학, 울림의 감성”

“The Philosophy of Sharing, the Effect of Resonance”

인 문 가 치  모 색
Research Programs

나눔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힘과 조건에 대해 전문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간학적 성찰과 

역사 및 제도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사구시적인 나눔 문화의 대안을 도출한다.

A panel of experts will explore anthropological,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figure out what kinds of fundamental forces and conditions give energy and vitality 

to culture of sharing, while suggesting alternatives to realize the evidence-based sharing 

culture of today’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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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09:30 - 12:00  |  국제회의장 (1층)

09:30 - 12:00, May 29  |  1F, Conference Hall

차세대 인문학자 논문발표회
The Next Generation of Humanities Scholars

차세대 인문학 연구를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이 ‘나눔과 울림’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자리로서,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

학 및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발표된다. 연구자 집단 내부의 세대간 소통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우리시대에 필요한 인문가치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Young scholars who will advance the study of humanities in the future will exchange ideas and thoughts 

under the theme of ‘Sharing and Resonance.’ The nominated papers by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will also be offered. The main aim of the session is to promote intra-communication among researchers and 

to expand the territory of humanities study, a necessity of modern life.

세션 5.  |  SESSION V.

전문학회 참여마당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문학회들이 공통의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주제를 제기하여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친다. 인문 및 사회과학 해당 분야 학회들이 주축이 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활성화를 위

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져 포럼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cademic societies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Forum will gather, and these likeminded professionals 

will engage in various lively, fruitful discussions with multiple topics. Led by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ssociations, this program is expected to lay a foundation in building an export network as a catalyst 

for the Forum and to continuously take the forum to a higher level for long-term future growth. 

5월 28일 - 29일  |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May 28 - 29     |  Andongsi Youth Center 
세션 6.  |  SESSION VI.

5월 28일, 16:00 - 18:00  |  국제회의장 (1층)

16:00 - 18:00, May 28  |  1F, Conference Hall
세션 4.  |  SESSION IV.

종합토론 - '진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나눔 문화를 위하여'
Plenary Session - ‘Authentic and Sustainable Sharing Culture’

나눔이 울림의 향기를 갖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1~3세션 내용을 종합하여 실천 방안을 토의

하고, 그 결과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안동 선언>의 기초로 활용한다.

Sincerity and sustainability are a must to make sharing culture resonate. The suggestions and proposals from 

previous sessions will be talked about together to design appropriate action plans, and the �nal outcome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Andong Declaration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5월 28일, 09:30 - 12:00  |  국제회의장 (1층)

09:30 - 12:00, May 28  |  1F, Conference Hall

나눔의 향기 - '울림이 있는 나눔은 어떤 것인가'
Scent of Sharing - 'What is Resonant Sharing?'

나눔은 아름다운 미덕이며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실제로 울림이 있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나눔에 생명을 불어넣은 ‘울림 있는 나눔’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동기에서 비롯되는가, 결과로부터 주어지는

가? 아울러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울림 있는 나눔이 이루어진 다양한 역사 및 현장 사례들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Sharing is an admirable virtue and often moves people’s hearts. However, a large number of factors must be 

considered to put ‘resonating’ sharing into practice. What de�nes ‘resonating’ sharing, which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vitalizing sharing culture? Is it motivated by something or is it an outcome of something? 

What factors are need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resonance? The participants will seek the answers to this 

question by reviewing historical success cases of ‘resonating’ sharing.

세션 2.  |  SESSION II.

나눔과 제도 - '무엇이 울림 있는 나눔을 뒷받침 하는가'
Sharing and Institutions - 'What Supports Resonant Sharing?'

나눔의 실천에는 마음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나눔의 마음이 울림있는 행위로 이어

지려면 이를 뒷받침해 줄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다. 나눔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생활 현장의 경험들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나눔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조건 및 제도적 문제를 점검함으로써 나눔 공동체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Diving into the life of sharing requires a sharing mindset and strong will. Yet, this is only the beginning. Various 

supporting tools are needed to induce the ‘resonating’ actions from the sharing mindset. Actual, relevant cases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make sharing as daily routine, and building on these cases, various soc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barriers will be reviewed to �nd ways to construct a genuine sharing community.

세션 3.  |  SESSION III.
5월 28일, 13:00 - 15:30  |  국제회의장 (1층)

13:00 - 15:30, May 28  |  1F, Conference Hall 

5월 27일, 13:00 - 15:30  |  국제회의장 (1층)

14:00 - 17:00, May 27  |  1F, Conference Hall
세션 1.  |  SESSION I.

나눔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 '왜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
Humanistic Approach to Sharing - 'Why Should I Share?'

인간은 각 개인이 독립된 행동의 단위가 되어 움직이므로 일견 ‘이기적 존재’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역사에서나 실제의 삶

에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의 수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는 무엇인가? 이타적인 행위의 인간 

학적 의미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벌이는 학술적 향연의 자리에 초대한다.

A human being leads the life as a distinct individual and often is seen as a ‘sel�sh being.’ However, it is common 

to see altruistic behaviors both in the past history and in everyday life. What makes altruism possible? We invite 

you to the academic feast where scholars talk about the anthropologic meaning of altruistic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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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Nationality
한국

Republic of Korea

소속 
Af�liation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And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직책

Current Position
교수

Professor

학력 
Education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 졸업(철학박사)
Ph.D. Doctor of Philosophy a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철학

Philosophy

이  효  걸

LEE, Hyo Gul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2010. 1∼2014.12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 2008. 3∼2009.12 ; 인문대학교 국학부장

· 2007. 3∼2008. 2 ;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UBC) 방문교수

· 2004. 3∼2006. 2 ; 안동문화연구소 소장

· 1999. 2∼2003. 3 ;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장(겸임)

주요 출판물 · 이효걸의 장자강의, 중국의 종교와 사상

· 고려시대의 안동

· 안동가일마을

· 21세기의 동양철학

· 터를 안고 인을 펴다

· 인물로 보는 불교사상

· 안동역사문화기행

· 영양 주실마을

· 안동 금계마을

· 중국철학의 이단자들

· 천등산 봉정사

· 역사속의 중국철학

·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 우리들의 동양철학

· 강좌 한국철학

·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논문 · [장자] [제물론]의 ‘만물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장자의 ‘小知不及大知’論과 곽상의 ‘小大之辯’

· 의상의[법계도]와 퇴계의[성학십도]에 나타난 사고 유사성

· 레비의 가상화와 원효의 화쟁사상

· 가상현실의 새로운 미학과 인간성 등

좌장

Chair

이효걸 (안동대학교/철학, 한국)
LEE, Hyo Gul (Andong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패널 발표

Panel

깐춘송干春松 (베이징대학교北京大/철학, 중국)
“겸양(讓)", 유가 윤리 속의 나눔 

Chunsong GAN (Peking University/Philosophy, China)
“Self-effacing(让)” - Sharing in Confucian Ethics

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철학, 한국)
나눔의 마음과 대동의 이념 

HAN, Ja Kyoung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Korea)
Mind of Sharing and Principles of Grand Union

최종덕 (상지대학교/철학, 한국)
나눔의 원형과 통합적 인문가치

CHOI, Jong Duk (Sangji University/Philosophy, Korea)
Extended Empathy, Open Sharing

모리타 아키히코森田明彦 (쇼케이학원대학尙絅學院大學/사회학, 일본)
‘의리(義理)’ 개념을 통해본 동아시아의 나눔 문화

Akihiko MORITA (SHOKEI GAKUIN University/Sociology, Japan)
GIRI(義理) in East Asia

세션1  |  SESSION I.

나눔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 '왜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
Humanistic Approach to Sharing – ‘Why Should I Share?’

5월 27일, 13:00 - 15:30  |  국제회의장 (1층)
13:00 - 15:30, May 27  |  1F, Conferen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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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s

· Jan 2010 – Dec 2014: Director of Graduate School for Creative Industry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 Mar 2008 – Dec 2009: Head of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Humanities College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 Mar 2007 – Feb 2008: Visiting Professor a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Canada

· Mar 2004 – Feb 2006: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Andong Culture

· Feb 1999 – Mar 2003: Head of Data Division of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concurrent)

Publications · Introduction to Chuang-tzu by Lee, Hyo-gul, 2013

· China’s Religion and Thoughts, 2007

· Andong during the Goryeo Dynasty, 2006

· A Story of the Gail Village in Andong, 2006

· Eastern Philosophy of the 21st Century, 2005

· Prepare the Ground and Spread Benevolence, 2005

· Historic Figures for Understanding Buddhism, 2004

· Travel Essays of Andong History and Culture, 2003

· Jusil Village in Yeongyang, 2002

· Geumgye Village in Andong, 2002

· Heretics in Chinese Philosophy, 2000 

· Mt. Cheondeungsan and Bongjeongsa Temple, 2000

· Chinese Philosophy in History, 1999

· Understand Buddhist Philosophy through Disputes, 1998

· Our Eastern Philosophy, 1998

· Introduction to Korean Philosophy, 1996

· Understanding Korean Philosophy through Disputes, 1995

Essay · The Critical Review on "The Assimilation of All Things" of [Consort with Outside-World] 

  in [Chuang-tzu], 2014

· The Similarity of the Way of Thinking between Uisang's [the Beopgye-do] and Toegye's 

  [the Seonghaksip-Do], 2011

· Concept of Virtualization and Wonhyo's Thought of Harmonization, 2010

· The Aesthetics of Virtual Reality and The Humanit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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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양(讓)", 유가 윤리 속의 나눔

중국의 전통 유학사에서 ‘양보’와 ‘나눔’이라는 개념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예(禮)’는 중국 고대 제도의 핵심적인 

사상이었으며, 경제와 부라는 제도 속의 나눔이라는 원칙도 중국 고대 국가 건립의 토대가 되었다. 근대 이후 ‘경쟁’이라는 

태도가 대두되면서 ‘양보’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도외시되기는 했으나, 오늘날 ‘양보’의 가치를 새롭게 중시한다면 중국이 

세계에 자신들의 사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elf-effacing(让)” - Sharing in Confucian Ethics

In the history of Chinese traditional Confucianism, the concepts of humility and sharing are time-honored. 

'Li' was the core spirit of systems of the ancient China, furthermore the sharing principle re�ected by the 

economy and wealth systems became the basis of country establishment of the ancient China. After pacing 

into modern era, the rising of competition made humility overlooked for some time. Now, re-focusing on 

humility is helpful for China showing the world its thoughts.

국적

Nationality
중국

China

소속 
Af�liation

북경대학교

Peking University

직책

Current Position
교수

Professor

학력 
Education

박사

PhD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유교

Confucianism

깐  춘  송(干春松) 

Chunsong GAN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북경대학교 철학과, 베이징대학교 유학연구원 상무부원장

주요 출판물 · 제도화 유가 및 와해

· 제도유학, 왕도복귀: 유학과 세계질서

· 보교(保教)건국: 강유위의 현대적 책략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Vice Director of the Confucius Institute and of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Religious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Publications · Gan Chunsong,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Falling of Confucianism 

  (制度儒學及其解體), Beijing: People's University of China Press, 2011

· Gan Chunsong, Institutional Confucianism (制度儒学), 2006

· Gan, Chunsong, Back to Wangdao: Confucianism and the World Order 

  (重回王道—儒家與世界秩序), A Journal of Comparative Philosophy, 2012

· Gan, Chunsong, Building and Advancing a Nation: Kang Youwei’s 

  Contemporary Arti�ces, (保教立国：康有为的现代方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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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公共建设。儒家比较倾向一种放任主义的经济政策，即不主张政府过多地干预民众的

经济活动。孔子在回答他的学生关于政府应如何对待经济活动时的回答是简单而明确，

即“惠而不费”，对此，孔子的解释是：“因民之利而利之”，即根据老百姓自己觉得

有利的方式来保护和支持，这样就既能让百姓获得利益，政府又不用做太多的事。《大

学》中说道：“德者本也，财者末也。外本内末，争民施夺。是故财聚则民散，财散则

民聚。”认为政治的核心是道德，如果政府热衷于聚敛财富，那么老百姓就会弃他而

去。而如果他愿意与百姓分享财富，那么民众就会聚集在他的周围。

在公元前300年前后，诸如秦国、齐国等都因改革税收制度使国家能力得到增强，从

而使持积极干预政策的法家思想家获得当权者的欢迎，但儒家学者依然没有改变其基本

立场，反对政府对于财富的独占，主张减低对百姓的赋税和劳役。反对与民争利是儒家

的一贯立场。尽管秦国在战国争霸中，因为积极的财政政策而获得了成功，但是秦国只

统治了十七年的事实，让儒家学者认为通过对百姓的掠夺而获得的政权是不能持续的。

因此，他们对法家的批评就是“聚敛”，这是分享的反面。虽然儒家的分享理念更接近

于亚里斯多德的“按比例的平等”，即并不是绝对的平均主义，但在汉朝的儒家那里，

分享已经被看成是“天理”，如果转换成现在的语言，就是“自然的法则”。汉代著名

的哲学家董仲舒（公元前179-104年）则说“故已有大者，不得有小者，天数也。夫已有

大者，又兼小者，天不能足之，况人乎！故明圣者象天所为为制度，使诸有大奉禄，亦

皆不得兼小利、与民争利业，乃天理也。”（《春秋繁露·度制》）这段话的意思是说，

如果已经获得很多的人，再将其余部分都尽数占有的话，自然就不能满足所有人的需

求。因此政府不能与百姓争利，而应该让百姓分享自然界的产物。

前面的立论可能更多的是倾向于经济和财富制度上的分配，而实际上在儒家的众多伦

理原则中，有一个重要的体现分享品行的原则：“让”。

在中文中，“让”被看作是一种十分值得赞赏的德行。比如，在传说时期，最早的中国

君王之间的统治权是通过“禅让”的方式来完成的，比如尧将君位不是传给自己的儿

子，而是“让”给了更具有道德说服力的“舜”，同样，舜也将自己的君位传给了因为

治水而深得民心的禹。这令“让”成为一种美德，也是建立良好社会风俗的一种方法。

在儒家著名的经典《大学》中说：“一家仁，一国兴仁；一家让，一国兴让；一人贪

戾，一国作乱：其机如此。”其意思是，如果每家都践行爱，那么这个国家就会互相

爱；如果能与人分享，那么这个国家都会提倡礼让；反之，如果一个人十分贪婪，那么

人人都会自私；不仅如此，《论语》也将“温良恭俭让”作为治国的五个关键德行。

孟子提倡良知，认为人有一种自觉与别的动物区分开来的道德意识，孟子将“四端”，

“让”：儒家伦理中的分享

Chunsong GAN (Peking University/Philosophy, China)

一般而言，中国传统伦理建立在家庭伦理的基础之上。这源起于周代最早建立的分封

制度，这一制度在宗族和国家之间确立起伦理上的一致性，即以一种血缘的差别来确定

责任和义务的伦理原则，这一原则也称之为“礼”。“礼”的核心功能是要建立起家族

和国家的和谐。因此在“礼”的规范下，分享成为一个重要的原则。

这一分享原则首先体现在国家层面经济政策的制定和与之相关的财富分配方案上。孔

子（公元前551-479年）不断地告诫统治者，合理地分配财富是获得民众支持的因素，

所以他说“丘也闻有国有家者，不患寡，而患不均；不患贫，而患不安。”（《论语·季

氏》）意思是说，对于治国和治家的人来说，财富少并不重要，关键是要让大家能以合

理的比例分享。

这种分享的原则，还被孔子以后的儒家学者所反复强调。比如，孔子思想的重要发挥

者孟子（公元前385-304年？）在与梁惠王的对话中，就提出了一个“与民同乐”的观

点。在孟子看来，如果国君不是独占财富，而是让百姓安居乐业，那么老百姓并不会简

单地否定国君从事的音乐或打猎活动，甚至会从国君的活动中判断其健康状况，并祝愿

他快乐。所以，统治者并不是不能享受快乐，而是要与百姓分享他的快乐。

孔子思想的另一个重要的继承者荀子（公元前325-238年），就特别提出了“分”的

思想，他认为每个人都会产生对财富和享受的追求，如果这样的追求得不到节制的话，

那么社会就会引发争乱。他对于“礼”的起源的讨论，特别具有一种分配正义的原则，

他说：“礼起于何也？曰：人生而有欲，欲而不得，则不能无求；求而无度量分界，

则不能不争；争则乱，乱则穷。先王恶其乱也，故制礼义以分之，以养人之欲，给人之

求，使欲必不穷乎物，物必不屈于欲，两者相持而长，是礼之所起也。”（《荀子·礼

论》）在他看来，礼的最大作用就是确定“度量分界”。虽然，在荀子这里，“分”有

社会地位的含义，但是，更重要的意义在于是确定一定的分配原则让所有的人得以分享

社会财富，这是礼制社会稳定持续的基础。

在这样的分享精神下，儒家和法家在经济政策上产生了分歧，这种分歧在于国家是否

应该通过积聚财富而建立一个强大的政府，进而有助于建立起强大的军队和进行大规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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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位引导中国人凡事不从自己需要出发，而从伦理义务出发，以对方为重，以社会认可

的“礼”为行动指南，这种克己复礼的行为在中国文化里就是“公”。他还对此进行中

西伦理的比较。以西方标准看，中国人缺乏公德似乎是一种自私，但以中国标准看，西

洋人之间强调彼此权利，“不知尊亲敬长”，不知道人和人之间互以对方为重的“相与

之礼”，这未尝不是一种“私”。

1978年之后，随着改革开放，中国传统的分享礼让观念再度被否定，在“让一部分人

先富起来”的政策引导之下，人们认为社会主义时期的平均主义是损害效益的，因此，

社会财富迅速被一部分人获得。这令中国社会秩序产生了巨大的不安定因素。在2000

年之后，建设“和谐社会”成为中国政府的目标，其手段就是如何重新发掘中国传统的

“让”的观念，而达成社会财富的相对公平的分配，让民众“分享改革开放的成果”成

为政府新的政策，尽管在实际上，这样的政策并没有真正取得实际的效果，但是无论是

政府还是民众，都意识到“分享”是促进社会健康发展的一个重要的价值基础。

自2010年之后，中国社会对儒家伦理有了重新认识，儒家提倡“让”和分享的观念逐渐

被肯定，不仅在社会生活中，重新提倡将儒家伦理与社会主义核心价值相结合，而且，

在国家间关系上，也提倡利益分享的“命运共同体观念”。的确，在目前贫富分化日趋

激化的世界里，中国观念中的礼让和分享，不仅将使中国人获得新的价值支撑，也将贡

献于世界。

即四种倾向或趋势，作为这种道德意识的基础。他说：“恻隐之心，仁之端也；羞恶之

心，义之端也；辞让之心，礼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人之有是四端也，犹其有

四体也。”（《孟子·公孙丑上》）在 看来让，是礼仪秩序产生的道德根源。这四种道德

意识，就好像人天生拥有身体一样，是自然而然的。

所以，在中文中，有“礼让”“敬让”等这样的说法。“让”包含着谦让、退让，其实

质就是要求社会成员之间的分享，这样的分享，经常意味着对自己利益的牺牲。毫无疑

问，在传统中国社会中，因为提倡家族成员和社会成员之间的和谐，“让”始终被以各

种方式所肯定，尤其在许多的家训和道德教育的故事中。在中国古代的故事中，“孔融

让梨”一直是鼓励家庭成员之间分享的一个典型，至今仍然出现在小学的课本里。

这个故事，出现在中国正统的史书里，《后汉书·孔融传》李贤注《融家传》曰：“年四

岁时，与诸兄共食梨，融辄引小者。’大人问其故，答曰：‘我小儿，法当取小者。’

由是宗族奇之。”意思十分明瞭，就是说，孔融与兄弟们一起吃梨，他总是挑小的吃。

别人问他原因，他说，他是年龄最小的，因此要吃小梨。这个故事后被编入中国古代的

童蒙教育作品《三字经》中。

与让相对应的概念是“争”，在中国传统的伦理观念中，“争”意味着不愿意与别人分

享而意图独占，而不争则意味着愿意牺牲自己的利益来获得别人的信任。在汉代的儒家

经典《白虎通》中，有这样一句话：“礼所揖让何？所以尊人自损也，不争。”这就是

说要通过自损来达到群体的和谐。

以儒家为代表的中国传统伦理中的“让”的观念，在1900年之后的中国思想界受到普遍

的批评，认为中国人由于过于强调“让”而缺乏竞争意识，进而导致了中国人在现代化

的过程中，缺乏抵抗西方经济和军事侵略的能力。所以，从梁启超（1873-1929年）写

作《新民说》开始，就提倡要建设一种新的国民人格，这种新的人格最重要的特质就是

要具备竞争的精神，从而批评了“礼让”的态度。这样的倾向，在近代中国关于“国民

性”的讨论中一直被重复。最为西方学者所熟悉的费孝通先生，认为中国人的伦理原则

是基于血缘的远近而确定的，其分享的范围只是与自己有血缘关系的人，在进行社会互

动、资源分配时倾向于照顾与自己关系相近的人，忽略与自己关系较远的人，因此会造

成公共分享精神的缺乏。

但是，并不是所有的新式知识分子都认可对于中国传统伦理的彻底否定态度，与费孝通

先生的看法相反，梁漱溟（1893-1988年）认为，中国人处理社会事务秉承“伦理本

位”，就是在处理社会事务时，会确定相对的关系，从而知道自己的责任和义务。伦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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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어디에서 왔는가? 말하기를, 인간이란 욕망을 갖고 태어나며 욕망이 채워지기 전까지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러한 추구가 통제되지 못했을 때 분쟁이 생겨나게 되며, 상호 쟁탈은 

혼란을 가져오고, 혼란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된다. 고대 선왕(先王)은 이러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원치 않아 “예의(禮義)”를 제정하여 각각의 명분을 확정하였으며, 이로써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욕구를 만족시켰다. 인간의 욕망은 물질로써 만족시킬 수 없으며, 

물질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고갈되지 않는다. 물질과 욕망은 상호 제약을 통해 성장하며, 

이것이 바로 예의 근원이다.2 

그가 볼 때 “예”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분량의 경계[度量分界]”을 확정하는 일이다. 비록 순자의 

“분(分)”은 사회 지위라는 함의를 갖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의의는 일정한 분배 원칙을 확정하여 모든 

사람이 사회의 부를 향유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는 예제사회(礼制社会)가 안정과 지속의 기반이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에 관하여 유가와 법가는 경제 정책 상 이견이 있었다. 법가는 국가란 마땅히 

부를 축적하여 강력한 정부를 구축하고, 나아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대규모 공공 시설 건설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가는 방임주의적 성향의 경제 정책, 즉 정부는 민중의 경제 

활동에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공자는 제자와의 대화 중 정부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베풀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惠而不费]”라고 하였다. 

공자는 “백성의 이익을 통해 이익을 얻다[因民之利而利之]”, 즉 백성들이 스스로 유리하다고 여기는 

방식에 따라 백성의 부를 보호하고 지지하면 백성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정부 역시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대학(大学)에서는 “덕은 뿌리요, 재물은 가지이니, 뿌리와 가지가 뒤바뀌면 

백성과 이익을 다툴 것이오. 군주가 재물을 탐하면 민심을 잃을 것이나, 재물을 버리면 민심을 얻을 

것이로다.”3라 하였다. 즉, 정치의 핵심은 도덕이며, 만약 정부가 부의 착취에 열중한다면 백성은 

군주를 버리고 떠날 것이나, 백성과 함께 재물을 나누길 원하면 백성은 그의 주변으로 모일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기원전 300년 전후의 진(秦)나라, 제(齐)나라 등은 모두 세수(稅收)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법가 사상가들이 당시 기득권층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본 입장을 고수한 채 정부의 부의 독점에 반대하며 

백성들에 대한 조세 및 노역 부담 경감을 주장하였고, 일관되게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비록 진나라가 전국시대 패권 쟁탈 중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성공을

2.  “礼起于何也？曰：人生而有欲，欲而不得，则不能无求；求而无度量分界，则不能不争；争则乱，乱则穷, 
先王恶其乱也，故制礼义以分之，以养人之欲，给人之求.

 使欲必不穷乎物，物必不屈于欲，两者相持而长，是礼之所起也.”( 荀子 ｢礼论｣)
3.  “德者本也，财者末也。外本内末，争民施夺。是故财聚则民散，财散则民聚.” 大學

"겸양(讓)", 유가 윤리에서의 나눔

깐춘송干春松 (베이징대학교北京大/철학, 중국)

일반적으로 중국의 전통 윤리는 가정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주(周)나라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분봉제도(分封制度)에서 기원한 것으로 민족과 국가 윤리간의 일관성을 확립하였다. 즉, 

혈연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 원칙을 정한 것으로, 이 원칙은 “예(礼)”라고도 부른다. “예”의 

핵심 기능은 가족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라는 규범 하에서 나눔이란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이러한 나눔의 원칙은 우선 국가 경제 정책의 제정 및 이와 관련된 부의 분배 방침을 통해 구현된다. 

공자(기원전 551-479년)는 통치자에게 합리적인 부의 분배가 민중의 지지를 얻는 요소임을 수없이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소유하거나 가정을 소유한 자는 재물의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음을 걱정하고,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1 즉 

국가와 가정을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적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합리적인 

비율로 나눌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공자  이후의  유학자들  역시  이러한  나눔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  예를  들어  공자 

사상을 구현한 중요한 사상가인 맹자(기원전 385-304년？)는 양혜왕(梁惠王)과의 대화에서 

‘여민동락(與民同樂)’의 관점을 제시했다. 맹자에 의하면, 군주가 재부(財富)를 독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백성들은 군주가 즐기는 음악이나 

사냥을 단순히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군주의 활동을 보고 건강을 염려하고 또 군주가 즐기는 

것을 진심으로 축원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통치자는 향락을 즐기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기는 

것을 백성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 사상의 또 다른 중요한 계승자인 순자(기원전 325-238년)는 특별히 “분(分)”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은 재물과 부의 향유를 추구하며, 만약 이러한 욕망이 절제되지 못한 경우 

사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여겼다. 예(禮)의 기원에 대한 토론에서 그는 특별히 분배 정의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말한다. 

1.  “丘也闻有国有家者，不患寡而患不均；不患贫而患不安”(論語 ｢季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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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타고난 지혜[良知]”를 제창하며, 사람은 스스로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도덕 의식을 갖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사단(四端)”, 즉 네 가지의 경향 또는 추세를 이러한 도덕 의식의 기초로 보았다. 

맹자에는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禮)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이다. 사람에게는 인, 의, 예, 지의 사단이 있으니 신체에 사지가 

달린 것과 같다.”6고 하였다. 맹자에 “양”은 예의 질서가 형성되는 도덕적 근원이인데, 이러한 네 가지 

도덕 의식은 사람이 타고나는 신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국어에는 “예양(礼让)”, “경양(敬让)”등의 말이 있다. “양”은 겸양, 사양을 포함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사회 구성원간의 나눔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을 

의미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간의 조화를 제창해 

왔기에 “양”은 언제나 여러 방식, 특히 많은 가훈 및 도덕 교육에 있어 강조되어 왔다. 중국 고대의 

“공융양리(孔融让梨)” 이야기는 가족 구성원간의 나눔에 관한 전형적인 이야기로서 오늘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정통 역사서인 후한서(後漢書) ｢공융전(孔融传)｣의 이야기로 이현(李贤)은 

<융가전(融家传)>에서 이를 “네 살 때 제형과 배를 나눠 먹는데 융은 항상 작은 배를 먹었다. 

어른들이 그 이유를 묻자 융은 ‘제가 어리니 마땅히 작은 것을 먹어야지요.’라 대답했다. 이에 모든 

가족들이 공융을 특별하게 여겼다”고 해석했다. 그 뜻은 매우 명확하다. 즉, 공융이 형제들과 

함께 배를 먹는데 항상 작은 것을 골라 먹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이유를 물으니, 그는 자신의 

나이가 어리니 작은 것을 먹는다는 말이다. 이 이야기는 후에 중국 고대 어린이 계몽 교육 저서인 

삼자경(三字经)에 실렸다. 

“양”과 상응되는 개념은 “쟁(争)”이다. 중국 전통 윤리관에서 “쟁”이란, 타인과 나누길 원치 

않고 독점하려는 의도이며, 따라서 “쟁”을 추구하지 않음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 타인의 

신임을  얻고자  함을  의미한다 .  한나라  시대의  유가  경전인  백호통 (白虎通 )  중  한  구절인 

“예는  읍하고  사양하는  것인가?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  손해를  보니  다투지  않는 

구나[礼所揖让何？所以尊人自损也，不争]” 는 바로 자신이 손해를 봄으로써 공동체와의 조화를 

이룸을 말한 것이다.  

유가로 대표되는 중국 전통 윤리에서 “양”이라는 관념은 1900년 이후 중국 사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중국인들이 과도하게 “양”을 강조하여 경쟁 의식이 부족하고 이로써 현대화 과정에서 서양 

경제 및 군사 침략에 저항할 능력이 결핍되었다고 여겼다. 때문에 양계초(梁启超,1873-1929年）의

6.  “恻隐之心，仁之端也；羞恶之心，义之端也；辞让之心，礼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人之有是四端也，犹其有

四体也.”(孟子 ｢公孙丑上｣)

 거두기는 하였으나 진나라가 통치한 기간이 1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학자들은 

백성을 약탈하여 얻은 정권은 지속될 수 없다고 여겼다. 때문에 그들은 법가의 “수탈”은 나눔에 

반대된다고 비판하였다. 비록 유가의 나눔 이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율에 따른 평등”에 더욱 

가깝지만 절대적인 평균 주의는 아니다. 한(汉)나라 시대 유가에서의 나눔은 이미 “천리(天理)”, 즉 

오늘날의 “자연의 법칙”으로 여겨졌다.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 동중서(董仲舒)(기원전 179-104년) 는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미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작은 것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즉 이미 큰 것을 가지고서 또 작은 것 까지 가지려고 한다면 하늘이 만족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현명한 성왕께서는 하늘이 한 바에 따라 한계를 제도로 

만들었다. 많은 녹봉을 받는 자들이 작은 이익을 탐하거나 백성과 이익을 다퉈서는 안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이다.”4

 이는 만약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다시 그 남은 부분을 모두 점유하려고 해도 이러한 모든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백성과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되고 마땅히 백성이 자연계의 

산물을 향유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에서 밝힌 입장은 경제 및 부의 제도적 분배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유가의 중론이 되는 

원칙은 품행을 나누는 원칙, 즉 “양(讓)”을 통해 구현된다. 중국어에서 “양”이란 매우 찬사 받아 

마땅한 덕행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전설 시대 중국 최초의 군왕(君王)의 통치권은 “선양(禪讓)”의 

방식으로 이양되었다. 다시 말해 “요(尧)”임금은 군위(君位)를 자신의 아들이 아닌 도덕적으로 

더 나은 “순(舜)”에게 주었으며, 마찬가지로 순임금은 자신의 군위를 치수에 능해 민심을 얻은 

“우(禹)”에게 물려주었다. 

이로써 “양”은 일종의 미덕이 되었으며, 또한 좋은 사회 풍속을 구축하는 방법이 되었다. 유가의 

유명한 경전인 대학은 “가정이 어질면 나라가 어질게 되고, 가정이 예의를 지키고 양보하면 나라가 

예의를 지키고 양보하게 된다. 사람이 탐욕스럽고 포악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니 그 관계가 이렇듯 

긴밀한 것이다”5 라고 하였다. 이는 “가정이 어질면 국가도 서로 간 사랑으로 어질어 지고, 타인과 

나눔을 실천하면 국가 또한 “예의와 양보[禮讓]”를 제창하게 된다. 반대로 사람이 매우 탐욕스럽다면 

모두가 이기적이게 된다”라는 의미이다. 이밖에 논어에서도 “온량공검양(温良恭俭让)” 즉, 온화, 

선량, 공경, 검소, 겸양을 치국(治國)의 중요한 5대 덕행으로 강조하였다. 

4.  故已有大者, 不得有小者. 天数也。夫已有大者，又兼小者，天不能足之，况人乎！故明圣者象天所为为制度，使诸有大

奉禄，亦皆不得兼小利、与民争利业，乃天理也.”(春秋繁露 ｢度制｣)
5.  “一家仁，一国兴仁；一家让，一国兴让；一人贪戾，一国作乱：其机如此.” (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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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설(新民说)>은 새로운 국민의 품격 건설을 제창하였다. 그는 새로운 국민 품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경쟁 정신을 갖는 것이라 강조하며 “예양”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 중국의 “국민성”에 관한 토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서양 학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비효통(费孝通)은 중국인의 윤리 원칙은 혈연에 따라 결정되며, 나눔의 범위 역시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해있다고 여겼다. 사회의 상호 교류, 자원의 분배에 있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가 멀수록 소원하기 때문에 공공 향유 정신의 결핍이 

초래된다. 그러나 모든 신지식분자들이 중국 전통 윤리를 철저히 부정한 것은 아니며 비효통과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양수명(梁漱溟, 1893-1988년)은 중국인은 사회 생활 중 

“윤리 본위(伦理本位)”를 계승해야 한다고 여겼다. 즉, 사회의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이로써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알게 된다는 관점이다. 윤리 본위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자신의 필요가 아닌 윤리 의무에서 시작되도록 이끌며 상대방을 중시 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예”를 행동 지침으로 한다. 중국 문화에서 이러한 극기복례(克己复礼)가 바로 

“공(公)”이다. 그는 이에 관한 중국과 서양의 윤리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서양의 기준에서 

중국인의 공덕(公德) 결핍은 마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지나, 중국의 기준에서 서양인들이 강조하는 

상호 권리는 “장유유서”를 모르고 사람과 사람간 상대를 중시하는 “상호 예의”를 모르는 일종의 

“개인주의(私)”이다. 

1978년 이후 개혁 개방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 나눔과 예양 관념은 “일부를 먼저 부유하게 하는” 

선부(先富) 정책에 의해 다시금 부정된다. 사람들은 사회주의 시기의 평균 주의가 효익을 저해한다고 

여겼으며, 때문에 사회의 부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빠르게 소유되었다. 이는 중국의 사회 질서에 

거대한 혼란을 가져왔다. 2000년 이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 중국 정부의 목표가 되면서 다시금 

중국의 전통 관념인 “양”을 구현함으로써 사회 재물의 상대적 평등 분배를 실현하고 국민들과 “개혁 

개방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 정부의 신 정책이 되었다. 비록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진정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정부나 민중 모두 “나눔”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가치 

기반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중국 사회는 유가 윤리를 재인식하였으며, 유가가 제창한 “양”과 나눔의 관념은 

점차 인정 받기 시작하였다. 사회 생활에서 유가 윤리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의 상호 결합이 다시 

제창되었으며,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이익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 관념”이 제창되었다. 오늘날 빈부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는 시대에 중국 관념 중의 예양과 나눔은 중국인들의 신 가치 형성의 기반임은 

물론이며, 향후 세계에도 공헌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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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마음과 대동의 이념

인간은 표층 차원에서 보면 개체적 분별적 마음을 지닌 ‘이기적 인간’이지만, 심층 차원에서 보면 자타분별을 넘어 모두와 

하나로 공명하는 ‘보편적 마음(일심)’의 존재다. 심층의 보편적 마음으로부터 자비(慈悲)와 인(仁)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로

부터 이타적 행동이 나온다. 표층의 드러난 현상 너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상의상관적으로 서

로 연결된 존재이며, 따라서 행과 불행, 락(樂)과 고(苦)은 각자의 것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누어야 

할 공통의 몫이다. 현상적인 상(相)의 차이 너머 전체를 평등한 하나로 포용하는 대동(大同)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

눔은 모두가 대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Mind of Sharing and Principles of Grand Union

On the surface, a human being may seem to be a ‘sel�sh being’ with a distinctive, individual mind. However, 

a deeper look reveals a ‘common denominator of each mind (universal mind)’ where everyone creates the 

resonances of the identical frequency, going beyond the separation between self and others. This deep-

rooted mind gives birth to mercy, benevolence and eventually to altruism.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the 

common heart deep underneath the surface, we are all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in an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ive manner. Therefore, fortune, misfortune, pleasure, and pain must be managed and shared 

together instead of being privately owned. Sharing must be practiced in a way that can ensure equal life for 

everyone as a human being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existing states and to realize the spirit of Grand 

Union (大同), the principle to inclusive all as an equal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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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구분되는 각각의 꽃으로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공통의 뿌리로도 직감한다. 자신

을 인연화합의 산물로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화합의 전체 지평을 담은 포괄자로 아는 것이다. 

육안으로 세상을 볼 때는 보는 자와 보여진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별하는 표층의 이원성에 머무르지

만, 心眼으로 세상을 보면서는 보는 자와 보여진 것이 서로 다르지 않은 심층의 不二를 안다. 

 다만 표층의식은 겉으로 드러난(顯) 거친(麤) 마음인데 반해, 심층마음은 의식에 잘 드러나지 않은 숨

겨진(隱) 미세한(微) 마음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마음활동이 있다는 것을 쉽게 망각한다(不覺). 그

렇지만 분별적 표층의식 자체가 이미 무분별적 심층마음의 활동(心識)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서양은 (전체의 마음을 神의 마음으로 간주하기에) 인간의 마음을 분별적 표층의식으로 국한하여 이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동양은 인간 마음을 이중 층위로 이해함으로써 표층의식 너머 심층마음(本

覺)의 의식화(始覺)와 그 실현(수행)을 강조한다.

서양 유학 불교 동학

   표층의식 유한한 인간 마음 위태한 인심 분별적 의식 각자위심

   심층마음 무한한 신의 마음 은미한 도심/良知 일심=본각=공적영지 동귀일체심

 심층마음이 표층의식에 잘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표층의식이 차이와 대비 위에서만 작동하는 相對의 

의식인데 반해, 심층마음은 상대를 넘어선 絶對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낮을 밤이 아닌 낮으로 

의식하고, 밝음을 어둠이 아닌 밝음으로 의식하며, 행복을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의식한다. 밤이 없이 

낮만 계속된다면, 어둠이 없이 밝음만 있다면, 우리는 낮이나 밝음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을 경

험하지 못한 자는 행복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표층의식은 분별의식이고 待對(相對)의 의식

이다. 반면 심층마음은 표층의 다양한 차이를 모두 포괄하는 전체의 마음이고, 따라서 그것의 부정, 그

것의 대비, 대대(상대)를 떠올릴 수 없는 絶對의 마음이다. 심층마음은 내가 결코 그 바깥으로 나가볼 

수 없는 그 마음이다. 그렇게 상대를 넘어선 절대이기에, 상대의 표층의식은 그 절대의 심층마음을 알

아차리지 못한다. 

   그 절대의 심층마음 안에서 우리는 각자 나와 너, 나와 우주,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여 서로 다른 것으

로 의식한다. 그러한 일체의 의식적 분별 너머 깨어 있는 심층마음의 활동이 바로 본래적 자각성인 ‘本

覺’이며, ‘性自神解’이고 ‘空寂靈知’이다.

 

3) 보편적 공적 감정

 이 심층마음의 본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심층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안다. 표층에서는 우리

가 서로 남인 것 같지만, 심층에서 우리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의 운명공동체이

라는 것을 안다. 물론 본각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방식은 의식적 사려분별을 통해서가 아니다. 본각은 

사려분별 작용에 앞서 직접적 감정으로 알려진다. 

 우리의 일상적 감정은 표층의 개별 의식, 나와 너의 분별의식에 입각해서 일어난다. 표층의식의 감정

은 자타분별에 입각한 고락의 느낌과 애증의 감정, 사적인 희노애구애오욕의 7情이다. 그런데 우리에

나눔의 마음과 대동의 이념

                                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철학, 한국)

1. 나눔의 근거: 심층마음과 공적 감정

1) 부분에서 전체로, 표층에서 심층으로

 나와 너, 나와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적 의식차원인 표층에서 보면 나는 내 바깥의 저 밥(쌀)

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저 밥을 먹으면 저 쌀은 곧 내 몸이 된다. 내 몸은 나 아닌 밥이 내 피와 살로 화

한 것이고, 밥이 된 쌀은 대지의 물과 양분, 대기의 공기와 바람과 햇빛 등 우주 전체의 기운에 의해 그

것이 된 것이다. 그렇게 내 몸은 표층에서 보면 쌀도 흙도 바람도 태양도 아니지만, 심층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스며있어 나를 이루는 緣이 된다. 현재적 의식에서 보면 나의 생각은 나 아닌 다

른 사람의 생각과 구분된다. 저 책에 담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저 책을 읽고 이해하

고 수용하면 저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된다. 그렇게 나의 마음은 표층에서 보면 남들과 구분되는 독립적 

자의식처럼 보이지만, 심층에서 보면 그 자의식은 그의 느낌과 그녀의 생각, 산자의 뜻과 죽은 자의 인

식 등 일체가 하나를 이룬 전체 마음의 바다 위에 떠있는 섬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는 표층에서 서로 분리되고 서로 무관한 각각의 개별자로 살아가지만, 심층에서는 서로 불

가분리로 연결되어 서로 안에 서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층과 심층이 구

분된다. 우주 전체는 표층의식에서 보면 각 개체의 바깥(외재)이지만, 심층에서 보면 개체의 안(내재)이

다. 표층의식에서 보면 나의 바깥에 펼쳐져 있는 전체 우주 공간이 심층에서 보면 전체 시간이 되어 내 

안에 내재한다. 무시이래의 전체 우주의 역사가 각 개체의 심층에 기억, 정보, 에너지, 種子로 담겨 있

는 것이다. 

 개체 발생 시 한 세포로부터 분열된 각각의 세포는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지만, 각 세포의 심층에 동일한 정보가 담겨 있어 모두 하나의 생명을 나누며 하나의 운명공동

체를 이룬다. 그렇듯 우주 발생 이후 각 개체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각 서로 다른 개체로 존재하지만, 

모든 개체의 심층에는 우주 전체의 역사가 정보로 담겨 있어 모두 하나의 생명을 나누며 하나의 운명공

동체를 이룬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 표층에서 보면 서로 다

른 개체로 살아가지만, 심층에서 보면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이다. 지상에서 각각으로 피어 있는 꽃들

이 땅 밑에서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듯이, 해수면 위에서 각각으로 분리된 섬들이 해저에서 하나

의 땅을 이루듯이, 우리는 그렇게 심층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2) 심층마음의 자각성

 우리는 심층에서 하나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심층 한마음으로 자각한다. 즉 우리는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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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산물도 각자의 산물이기에 앞서 모두의 산물이다. 누군가의 행복이나 불행, 이익이나 손해도 사

실은 개인의 것이기에 앞서 모두가 함께 만든 것이고, 따라서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공동의 몫인 것

이다. 지금 누군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행하기 때문이며,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불행하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그 누군가가 그 불행을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런데 이 상호연관성과 공동책임성이 우리의 표층의식에는 가려져 있다. 우리의 표층의식은 바깥으

로 드러나는 차이와 대비에만 주목할 뿐, 모두가 하나인 공통의 것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

리가 심층에서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비와 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나눔을 지향할까?

2) 진정한 나눔의 방식

우리에게 大同의 이념이 아름다운 것은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인간에 대해 표층적인 능력과 지

위의 차이를 넘어서는 심층에서의 본질적 동등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표

층의 차이로 다 소진되지 않는 심층마음으로 자각하고 있으며, 그 심층마음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하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심층마음은 일체의 相을 넘어선 性이다. 개체 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 나이와 성

별과 인종과 국적의 차이, 지식과 종교와 재산과 혈통의 차이, 그 모든 현상적 차이를 넘어 모든 인간

이 동일한 존엄성의 존재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런 표층적 현상을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심

층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심층마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이 있다. 인간은 심층마음(인격)으로 

행위할 때 행복하고, 또 타인에 의해 심층마음(인격)으로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 

 그러므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지향하는 진정한 나눔은 현상의 차이를 넘어 심층마음의 동등성을 실현

시키는 방향으로, 대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표층논리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면 심층의 동등성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표층을 성립시키는 근거와 배경, 모두가 하나로 얽혀 있는 상호의존성이 무시되

기 때문이다. 나눔은 표층의 현상적 차이만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조건, 의식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상호의존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상호의존성은 우리가 함께 얻어내는 성과나 

우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결코 각 개인의 몫이 아닌 공동의 몫이라는 것,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不共業이 아닌 共業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눔은 심층의 동등함을 실현시키는 나눔이어야 한다. 표층논리에 따라 내게 돌아온 

것이 사실은 내게 올 것이 아니기에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석가는 보시한다는 상 없이 보시하는 무주

상보시를 강조하고, 예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나눔이 

개인의 기부나 자선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

청난 기부가 행해지는 나라는 그만큼 부의 편중이 크다는 이야기다. 기부가 불필요할 만큼 이미 대동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완전할 수 없고 심층의 동

등성, 대동의 이념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어렵기에, 그 안에서 양심 있는 개인이 앞장서서 나누는 것 또

한 필요하다고 본다. 

게는 그런 사적 감정과는 구분되는 보편적 공적 감정이 있다. 표층에서의 자타분별 너머 너와 나를 하

나로 아는 감정, 너의 기쁨과 고통을 그대로 나의 기쁨과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공명의 마음,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아는 마음이 있다. 이처럼 개별적 사심을 넘어서는 보편심의 마음, 공적 감정을 불교

는 慈悲라고 하고, 유가는 仁의 마음이라고 한다.    

  

불교 유가 홉스 루소  

   표층의식의 감정 애‧증 7정 이기심 이기심 

   심층마음의 감정 慈悲 4단 · 仁 자기애(보편의지)

 표층의식은 자타분별의 의식이고, 심층마음은 자타불이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표층의식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자기이익 추구의 사적 감정이고, 심층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사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보

편적 공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표층의식의 현상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각자 자기 경계를 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남남으로 존

재하며, 각자 자기 자신 또는 자기 부류의 세력을 증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하고 투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마음에서는 인간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

에서는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同體意識을 갖고 있고 그런 동체의식에서 비롯되는 보편적 공적 

감정을 갖고 있다. 한 별에 살고 있는 운명공동체로서 우리가 인생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심층마음과 공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나눔의 방식: 大同의 이념 

1) 만물의 상의상관성과 공동책임성

 우리는 표층의식에서는 서로 무관한 각각의 입자, 각각의 개별자로 살아가지만, 심층에서는 서로 공명

하는 전체의 에너지 파동으로 살아간다. 표층의식이 분절된 입자적 의식이라면, 심층마음은 공명하는 

파동적 마음이다. 신체의 각 세포가 근본에서는 하나이되 표층에서는 서로간의 관계와 배치에 따라 손

세포나 발세포 등 각각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듯이, 우리들 또한 근본 심층에서는 하나이되(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갖되), 표층 현상세계에서는 서로간의 관계 및 배치에 따라 각각 상이한 개체로 살아가

고 있다. 

 이렇게 보면 표층에 나타나는 개별자의 차이는 각자의 실체성에 기반한 근본적 차이가 아니라 서로 간

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특성일 뿐이다. 즉 표층에서의 각자의 위치는 자신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누군가 영리하고 누군가 잘 생기고 누군

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그자 대신 다른 누군가가 덜 영리한 자리, 덜 잘 생긴 자리, 덜 건강한 자리로 나

아가 거기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의 능력도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

운의 배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산물 또한 순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근본에서 하나라면, 재능도 각자의 재능이기에 앞서 모두의 재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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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rocess of the birth, cells divided from a single cell play different roles in different 

positions. However, they all have an equal DNA information deep inside and forges a 

physical, living structure, sharing a common destiny. Likewise, each individual being has 

been living as an independent entity in its own position since the inception of the universe, 

equally carrying the history of the universe deep inside. They constitute a single community 

of fate and share life together. The individuals compose the whole and they dwell together. 

The super�cial ‘I’s may seem different from one another, but they are the one organically-

connected inside. Flowers bloom separately above the ground, but they are linked by a 

single root below the soil. Islands �oating independently over the water, but they are all 

part of a single land deep down below. As such, we all become one �esh at the deepest 

level. 

2) Self-awareness of the universal mind deep inside

   We exist as a single entity deep inside and also cognize this universal mind at the same 

time. To put in another way, we recognize ourself as a single �ower and feel the common 

root instinctively. We know that we are the byproduct of the shared, harmonious destiny 

(因緣和合) and that the sum of us can embrace the entire aspect of this destiny. Our bare 

eyes only tell the difference between I as a watcher and the objects watched by me and 

this is super�cial dichotomy. On the other hand, our mind’s eyes (心眼) tell the sameness 

between the two. 

   

 The superficial self is a rough (麤) and exposed (顯) mind, whereas the universal mind 

deep inside is a subtle (微), hidden (隱) mind.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we easily 

get forgetful (不覺) about the existence of our deep mind and its in�uence. Nevertheless, 

our super�cial ‘I’s are capable of distinguish one from another only because our universal 

minds are working properly (心識). Western scholars often interpret our minds only at the 

discriminable surface level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 universal mind belongs to God), 

whereas Eastern scholars try to see the two different layers of our mind and argue that we 

need to enlighten ourselves (始覺)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per�cial 

self and the universal mind deep inside (本覺) and training (realizing) the latter. 

  Mind of Sharing and Principles of Grand Union

                                 HAN, Ja Kyoung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Korea)

1. Why we share?: The universal mind deep inside and the universal emotion

1) From the parts to the whole, from the surface to the deepest 

   On the surface where my super�cial self of the present cognizes the separation between 

I and you and between I and the world, I for example am not the rice existing outside 

of me, in the bowl. Yet, once consumed, the rice becomes part of me. Although it once 

had its own existence, it gets absorbed into my �esh and blood, and that staple food also 

originated from the energy of the universe such as water and nutritions in the soil or air, 

wind, and sunlight in the atmosphere. As such, my body at the super�cial level is different 

from rice, soil, wind, or sun but at the deepest level inside, each of them permeates, 

creates strong connections (緣) and �nally adds up to my physical body. Also, my super�cial 

self of the present thinks and reasons independently from others. The thoughts contained 

in the book on the table is not mind. Nonetheless, that thoughts become mine once I 

read, accept and digest them. My mind seems to have a strong sense of independent 

identit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however, a deeper look into myself shows that this 

sense of identity is nothing more than an island �oating over the ocean of universal mind 

where my feelings, your thoughts, consciousness of the living and of the dead constitute a 

harmonious whole. 

  The super�cial ‘I’s lead a separated, independent life as an individual whereas they are 

inseparable from each other at the deepest inside, living as a single organism where 

everyone becomes part of others and vice versa. This is one way of distinguishing the 

super�cial self from the deeply-rooted universal mind. The entire universe on the surface 

exists outside of individuals (externality); however, it also exists inside at the deepest level 

(internality). The astrospace, in other words, looks like an external environment to my eyes, 

but it breathes deep inside of me in the form of universal spacetime. Since the inception, 

the cosmos has been recording its history in the memories, the energies, and the seeds 

hidden deep inside of every living 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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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feelings and emotions occur when the superficial self as an independent being 

separates I from others. The sense of separation enables 'I' to feel joys and sorrows, love 

and hatred, or the seven major emotions (7情) of a human being - joy, anger, sorrow, fear, 

love, hatred, and desire. On the other hand, we have an universal common emotion, a 

feeling distinct from those private feelings. This emotion let us transcend the superficial 

self and feel that I and others are the same; that our hearts can create resonance and 

thereby deliver a feeling of happiness or sorrow or vice versa; and that everything on this 

plat is another form of 'I.' This universal, sel�ess mind or emotion is called mercy (慈悲) in 

Buddhism, and the benevolent (仁) mind in Confucianism 

Buddhism Confucianism Hobbes Rousseau
Superficial 
emotions

Love and hatred
Seven major 
feelings

Selfishness Selfishness

Deeper emotions Mercy (慈悲)
four principles of 
virtue (四端) and 
Benevolence (仁) 

Self-attachment 
(universal will)

   The superficial self has a mind of separation and the deep mind has a mind of non-

separation. Therefore, emotions arose from the superficial 'I' are selfish, private feelings 

whereas emotions induced from the deep mind are sel�ess, universal common feelings. 

 

   From the phenomenal perspective, every human being has its own boundary and live as 

a separate entity. They ceaselessly �ght and compete with others to expand the exclusive 

territory they owns either alone or with colleagues. Nevertheless, they are all organically 

connected at the deep, sub-conscious level and this sense of unity (同體意識) teaches 

a fundamental truth that I and others are the same and induces the universal common 

feelings.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of fate living on the same plat, we are destined 

to share life and pain together and this is all possible thanks to the deep mind and the 

universal common emotions

2. Ways of Sharing: Philosophy of Grand Union (大同) 

   1) Inter-relationship of Everything and Sense of Common Responsibility

    On the surface, we are living as a single, independent particle or agent but our deep 

mind generates energy waves of the same frequency which resonates each other. The 

West Confucianism Buddhism Donghak

Super�cial Mind Finite Mind of Human 
Being Perilous human mind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Self-interested heart-
minds (各自爲心)

Deep Mind In�nite Mind of God
Secretive Moral Mind 
/ Innate Knowing 
(良知)

Single 
Mind(一心)=Universal 
Mind((本覺)=Empty 
Spiritual Knowledge 
(空寂靈知) 

Returning Together 
to Form One Body 
(同歸一體)

  The deep mind usually does not come out onto the surface: The superficial self as a 

relative consciousness works properly only when it has a certain gap or contrast to the 

deeper layer, while the deep mind as a absolute consciousness is transcendent and knows 

no boarder. We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lightness and darkness, 

and happiness and unhappiness. If the nighttime disappears or if darkness vanishes, we 

will not be able to recognize when the day starts or what is bright or not. Those who has 

no experience of unhappiness would not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happy. Thus, the 

super�cial self is discriminative and relative (待對). In contrast, the deep mind as an absolute 

mind (絶對) embraces every superficial difference as a whole and this is why it has no 

contrast or relativeness to anything. It is impossible for anyone to see the outer side of the 

deeper mind.  Being an absolute existence, the deep mind is never fully understood by the 

super�cial self. 

   We distinguish I from you, I from the universe or this from that and see those differences 

within the boundary of the deeper, absolute mind. The deeper mind carries out various 

activities beyond the border of discriminative super�cial consciousness and these activities 

are called an original awakening (本覺),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self-nature' 

(性自神解), or an empty, clam, spiritual knowing (空寂靈知). 

   3) Universal common emotion

   When the deep mind encounters the moment of original awakening, we know that 

we are all united in nature. The super�cial 'I' may think that others are all strangers, but 

the deeper mind knows that human beings are born to live as a single organism within 

boundary of the community of fate. Of course we do not consciously cognize this moment. 

Rather, it is a instinctive understanding that precedes the cogni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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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n, regardless of any differences such as age, gender, race, nationality, depth 

of knowledge, religion, wealth, or ancestry. And this is all attributable to the deep mind. 

The dignity and the personality also dwells in here. A human being can be truly happy 

when their act is directed by this deep mind (personality) and when they are recognized by 

others's deep mind (personality). 

   To share with others in a genuine manner, we need to overcome the superficial 

differences, perceive the deep mind equal to everyone, and ultimately achieve the grand 

union. Distribution of resources based on superficial rules cause damage to the equal 

nature of the deep mind, as the foundations such as the grounds and the background 

for superficial self's existence and the principle of inter-relationship all collapse. When it 

comes to sharing, not only the super�cial differences but also all the preconditions of those 

differences as well as the sub-conscious-level inter-dependency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is inter-dependency testi�es that all the accomplishment or pains in our 

society must be shared and be taken care of together, not solely. Every karma we make is 

sadharna-karma (共業), not sadharana-karma (不共業).

   To conclude, we need to share with others in a way to realize the equality of our universal 

deep mind. We share because what I have given, according to the superficial rules, is 

actually not the one I should possess. This explains why Buddha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non-abiding charity (無住相布施), and Jesus said that 'let not thy left hand know what 

thy right hand doeth.' Ideally, sharing should be done by government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rather than being done by individuals through donation or charity work. 

The bigger the individual donation is, the bigger the imbalance of wealth is. If a society is 

not in need of donation, it means that the grand union is already realized and the society 

is in an ideal state. Yet, it is impossible to design perfect institutional tools or to realize the 

spirit of grand union or the equality of the universal mind in reality. Therefore, conscientious 

individuals must taking a leading role in proming the sharing culture at the same time. 

super�cial self is a separated, particle-like consciousness whereas the deep mind is a wave-

like, resonating mind. Every cell of a human body in principle exists independently but its 

combination and re-positioning create something bigger, such as hands or legs. Likewise, 

although we are the same at the deepest level (thus have the universal mind), we live as 

an independent entity in reality and the life looks different one another depending on its 

relation with others or position.

   This means that the visual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does not result from 

fundamental, substantiality-based differences. These relative characteristics rather stem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I and others. For instance, we can say Mr. John Doe is smart, 

handsome, or healthy only someone else is less smart, less handsome, or less healthy. An 

individual's capability is not only an outcome of his or her hard-work but also a result of his 

or her relative position to others. Even if someone create a by-product out of its capability, 

it cannot claim the full credit for it for the same reason. We are the one in principle and in 

the same vein our abilities and capabilities should be publicly owned. Someone's happiness, 

misfortune, gains, and losses are also caused not only by I but also by others; therefore, 

these feelings must be shared together. If anyone in our society feels unhappy, it means our 

society itself is unhappy. If I am not the one who is unhappy in this society, it means that 

someone else is bearing more unhappiness that it should be on behalf of me. 

   This common relationship and the sense of common responsibility is almost invisible on 

the surface. The super�cial self only perceives the recognizable contrast and gap between 

the two layers and often fails to see the truth that we are all the same deep inside. If we 

are able to awake the mind of mercy and benevolence and understand that we are the one 

deep inside, what kind of sharing we will be able to display? 

2) Genuine Ways of Sharing 

   Why the principle of Grand Union looks (大同) admirable to our eyes? This is because we 

inherently know that we are equal one another at the deepest conscious level, where one's 

ability, wealth, or class lose its signi�cance. Every human being is capable of understanding 

that humankind is equal to one another and of seeing itself as a being with the universal 

mind, which cannot be collapsed by the super�cial differences. The deep mind can travel 

beyond individual's physical existence (相) and become an essence (性). We as a human 

being are entitled to claim the rights to equality because we are more than the sup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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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원형과 통합적 인문가치

협동행동과 이타행동의 기초가 되는 공감심, 그리고 경쟁과 이기행동의 기초가 되는 배제심, 두 심적 형질이 인간에게 공존

한다는 진화생물학적 성과를 통해서 ‘나눔의 윤리학’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공감심은 배려, 동정, 동반, 공정 행동을 낳으며, 배제심은 경쟁, 독식, 약탈과 증오의 행동을 낳게 한다. 이러한 공감을 지

정학적으로 넓혀야만 진정한 나눔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확장된 공감이라고 나는 표현한다. 공감의 영역을 

나만의 가족이나 폐쇄적 소집단이 아닌 열린 공동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확장된 공감을 통해서 열린 나눔을 실현하

기 위하여 관용과 공정심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감성을 중시한 관용과 이성을 중시한 공정심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

는 배제와 차별, 독식과 증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여기서 ‘문화적 전환’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열린 

나눔에 다가갈 수 있다. 열린 나눔은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소집단주의, 민족중심주의, 혈연주의, 광신주의, 극단주의 등의 

문제들을 희석시킬 것으로 본다. 토론자는 윤리적 인간학과 생물학적 인간학의 통합을 통해서 그런 열린 나눔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Extended Empathy, Open Sharing

We keep a sense of sharing as we volunteer to help others, cooperate with others and care for others. So far 

the sharing was however limitedly and exclusively served for in-group, to which I am belonging. If the radius 

of sharing gets shortened within my group, then the sharing must be sorts of tools of propaganda or pseudo-

authorities. 

I suggest three steps to extend the range of sharing in order to �nd the soundness of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One of the ways is to implant, within in-groups, tolerance and impatiality for outgroups. I’d like to call 

it an “extended empathy.” The way to tolerance is possible via extensions of emotional reach to others. The 

way to impartiality is possible via extensions of rational reach based on the cold knowledge. We can come 

close to open sharing through the extended empathy built with tolerance and impartiality. I hope that the 

realization of open sharing can cure the socio-cultural diseases such as chauvinism, ethnocentrism, nepotism, 

fanaticism, and extremism, with which we are seriously even actually confronted.

Extended empathy

Open Sharing

Tolerance

emotional extension · magnanimity

Impartiality

rational extension  · univer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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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always work properly and fair to every humans. The group-speci�c compassion 

can serve a group's exclusionary hegemony towards other groups if the broadness of 

the group is weak. Alexander used the concept of empathy instead of the concept of 

compassion. Alexander argues that evolutionary expressions of empathy originated from 

maximizing benefits of kin-group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clusive fitness.(Alexander 

2013) A sense of empathy can be discarded by group constituents whenever they should 

not expect bene�ts from the sense of empathy.

3.  Tolerance and Impartiality

I insist strongly that the expression of compassion among social groups must be recti�ed 

and ameliorated by two tsocial patches. I propose that the social patches should be 

composed of values of tolerance and impartiality. social groups which open sharing can 

be realized share indeed have to be embodied with the value of tolerance. The smaller the 

tolerance of a social group, the closer it is to be superstitious or more violent. The larger 

the tolerance of a group, the more sound it is. The second patch for better expression 

of compassion among social groups is impartiality over both of in-groups and out-

groups. Impartiality is driven from the force of reason while compassion is driven from our 

emotions. However, our sense of compassions does not always resonate with universal 

morality. Social diseases such as extreme patriotism, chauvinism, ethnocentrism, nepotism 

and fanaticism can occur when the sense of compassion in social activities is headed 

towards in-group members. I call this sort of compassion 'closed compassion.' I stress 

the importance of realizing the knowledge of impartiality which can overcome 'closed 

compassion.' Why does we need knowledge in emotional compassion?   

The secret, monopolized, and exclusive group entails the unshared authority. In order 

to control the group members, the unshared authorities block them from accessing 

knowledge. If knowledge is cut off from group members, then the group can suffer from 

their lacking of knowledge that can be used to implant impartiality in societies. Their 

sense of compassion without knowledge can result in partial societies. In order to secure 

impartiality in oue society, we therefore must have knowledge of discer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osed compassion' and the impartial compassion that can be called ‘open 

sharing’.   

I suggest a criterion of identifying the soundness of society. My �rst argument concerns 

Extended Empathy, Open Sharing

CHOI, Jong Duk (Sangji University/Philosophy, Korea)

1. Extenden Empathy

We keep a sense of sharing as we volunteer to help others, cooperate with others and care 

for others. So far the sharing was however limitedly and exclusively served for in-group, to 

which I am belonging. If the radius of sharing gets shortened within my group, then the 

sharing must be sorts of  tools of propaganda or pseudo-authorities. 

I suggest three steps to extend the range of sharing in order to find the soundness of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One of the ways is to implant, within in-groups, tolerance 

and impatiality for outgroups. I’d like to call it an “extended empathy.” The way to 

tolerance is possible via extensions of emotional reach to others. The way to impartiality is 

possible via extensions of rational reach based on the cold knowledge. We can come close 

to open sharing through the extended empathy built with tolerance and impartiality. I hope 

that the realization of open sharing can cure the socio-cultural diseases such as chauvinism, 

ethnocentrism, nepotism, fanaticism, and extremism, with which we are seriously even 

actually confronted. 

2.  Soundness of Sharing

I establish a condition by which sharing can be extended onto open sharing. I will call 

this condition 'the broadness of a group.' A broadness of a group can be defined by a 

criterion: an in-group's extent of embracement towards out-groups. We can estimate a 

social soundness if a social group can satisfy this condition of broadness. According to this 

condition, the weaker the extent of embracement is, the less sound the social group is. In 

order to consolidate a group as one unity, authorities of a group call upon its constituents 

to have a sense of compassion. The sense of compassion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unity.

However, I suggest that what makes our society lies not only on sharing the sense of 

compassion but also on cementing groupism. I want to tell that a sense of com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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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원형과 통합적 인문가치

최종덕 (상지대학교/철학, 한국)

1. 확장된 공감

우리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와주거나, 타인과 협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는 나눔의 

정신(sense of sharing)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눔은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만 

제한적이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나눔의 범위가 집단 내부로 좁아진다면, 이러한 나눔은 

선전(propaganda) 또는 거짓 권위를 위한 일종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대 기술사회의 

건전함을 찾기 위하여 나눔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집단 내에서 외집단에 대한 관용과 공정성을 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장된 공감(extended 

empathy)”라고 부르려 합니다. 관용(tolerance)의 길은 냉철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범위의 확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용 및 공정성과 함께 구축된 확장된 공감을 통하여 우리는 열린 

나눔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열린 나눔의 실현을 통하여 쇼비니즘(chauvinism), 

자기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연고주의(nepotism), 광신(fanaticism), 극단주의(extremism) 

등 우리가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나눔의 건전성

저는 나눔이 열린 나눔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조건을 ‘집단의 

관대함’이라 부르려 합니다. 집단의 관대함이란 내집단이 외집단을 포용하는 정도를 기준삼아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  우리는  한  사회적  집단이  이러한  관대함의  조건을  충족시키는가를 

통하여 사회적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포용의 정도가 약할수록 사회적 

집단의 건전성은 취약합니다. 집단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집단의 지도자들이 구성원들에게 

연민(compassion)의 감정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연민의 감정은 또한 단결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비단 연민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주의를 강화하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민의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절하고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집단의 관대함이 약하다면 집단별 연민은 타 집단에 대한 

집단의 배타적인 헤게모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연민의 개념 보다는 공감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포괄적 정합성(inclusive fitness) 이론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진화론적인 공감의 

표현은 혈연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서 기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집단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overcoming 'closed compassion.' For overcoming closed compassion, group members must 

discard group-speci�c customs which can fuel con�icts. Accordingly I propose two ways; 

magnanimity with tolerance and universality with impartiality of group. My theoretical 

proposal i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oundness of groups. Furthermore, this criterion 

can serve to elucidate more social ideas.

We keep a sense of compassion as we volunteer to help others, cooperate with others and 

care for others. So far the social compassion was however limitedly and exclusively served 

for in-group. If the radius of compassion of groups gets shortened, then the group would 

be described as superstitious or monopolized culture.  

We have to find ways how to extend the range of compassion in order to recover the 

soundness of local group. As described above, one of the ways is to implant, within in-

groups, tolerance and impatiality for outgroups. I’d like to call it an “extended empathy.” 

Extended empathy is the open sharing built with tolerance and impartiality. The way to 

tolerance is possible via extensions of emotional reach to others. The way to impartiality 

is possible via extensions of rational reach which are knowledge. I hope that realizing 

open sharing can cure the social diseases such as chauvinism, ethnocentrism, nepotism, 

fanaticism, extremism and deviationism. 

Extended empathy

Open Sharing

1. cultural diversity
2. job sharing

3. scholarship sharing
4. NGO Exchange program

1. knowledge sharing
2. co-existence instead of subsumption

 or missionary works
3. realizing global eco-system

4. exchange on common issues in Asia

Tolerance
(affective aspect)

emotional extension  magnanimity

Impartiality
(cognitive aspect)

rational extension  univer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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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화된 문화로 묘사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집단의 건전성을 되찾기 위하여 연민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집단 안에 외집단에 대한 관용과 공정성을 심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를 “확장된 공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확장된 공감은 관용 및 공정성과 함께 열린 나눔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용의 길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공정성의 

길은 이성적인 범주, 다시 말해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저는 열린 나눔의 구현을 통하여 

쇼비니즘, 자기 민족 중심주의, 연고주의, 광신, 극단주의, 편향 등 사회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장된 공감

열린 나눔

1. 문화적 다양성

2. 일자리 공유

3. 학문적 공유

4. NGO 교류 프로그램

1. 지식 공유
2. 포섭 또는 포교의 노력보다는 공존

3. 글로벌 생태계 실현
4. 아시아에서 공동의 이슈에 대한 의견 교류

관용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확장  관대함

공정성
(인지적인 측면)

이성적 확장  보편성

공감의 감정을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공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3.  관용과 공정성

사회적 집단 간에 공감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사회적인 보완을 통하여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보완은 관용과 공정성의 가치로 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린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눔이란 사실 관용의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관용이 적을수록, 보다 미신에 가깝거나 폭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의 

관용이 강할수록, 그 집단은 더 건전합니다. 사회적 집단 사이의 연민이 더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보완책은 내집단과 외집단 모두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은 이성의 힘에서 비롯되지만 

연민은 우리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민의 감정이 언제나 보편적인 도덕의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애국주의, 쇼비니즘, 자기민족 중심주의, 연고주의, 광신 등 

사회적인 병폐는 사회적 활동에서 연민의 감정이 내그룹 구성원을 향해 있을 때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민을 ‘닫힌 연민(closed compassion)’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닫힌 연민’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함의 지식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적인 연민에 왜 지식이 필요할까요?

배타적이고 독점화된 비밀 집단에서 지휘권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휘자들은 권한을 공유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만일 집단 구성원들이 

지식으로부터 단절된다면, 그 집단은 사회 내에 공정성을 심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연민의 감정은 편파적인 사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닫힌 연민’과 ‘열린 나눔’으로 불릴 수 있는 공정한 연민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사회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닫힌 연민’을 넘어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닫힌 연민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단 구성원들은 

반드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집단별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합니다. 관용을 갖춘 관대함, 그리고 집단의 공정성을 갖춘 보편성입니다. 저의 이론적인 제안은 

집단의 건전성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준은 더 많은 사회적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열린 나눔

우리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와주거나, 타인과 협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는 나눔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적인 연민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내집단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만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연민의 반경이 짧아진다면, 그 집단은 미신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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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義理)’ 개념을 통해본 동아시아의 나눔 문화

본 발표는 일본의 의리(義理)사상을 통해 “왜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의리(義理)라는 말은 한자인 의

(義)와 리(理)의 합성어로써 본디 삶을 바르게 산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건너온 이 단어는 에도 시대 당시 일본 사회

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크게 바뀌었고, 메이지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

범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나눔의 사상이 없었다면 일본은 일본만의 도덕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사상의 근간을 함께 나

누면서 의리라는 개념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후기에 이르러 생산적이고 유익한 담론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GIRI(義理) in East Asia

In this presentation, I will try to provide one plausible answer to the question ‘Why should I share ?’, in 

referring to the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of GIRI(義理). GIRI(義理) was originally the Chinese term 

consisting of ‘GI(義)’ and ‘RI(理)’, meaning righteous way of life. However, after introduced to Japan, it had 

been popularized, acquiring quite different meanings in Tokugawa period and it still remains as in�uential 

social norm among the ordinary people through the Meiji period until quite recently. Without such intellectual 

sharing, Japan could not have developed its own moral language. Sharing the intellectual resources could 

contribute to further diversification of original idea which would generate more fruitful and productive 

dialogue at the later stage.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Made special presentation about the East Japan Great Earthquake at the Conference on the Council of 
Europe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2-2015 in Dec. 2010

· Made special presentation about the East Japan Great Earthquake at the Conference on the Council of 
Europe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2-2015 in Dec. 2010

· Engaged in the global campaign for the 3rd Optional Protocol/CRC for Communication Procedures 
under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Director of the Child Rights Center of Save the 
Children Japan in 2008-2010

Publications · Collective Human Right to Collective Identity in Paul Tiedemann ed., Right to Identity 
  (ARSP-Beihefte, volume 147)(Franz Steiner Verlag, Jan. 2016)

· Guidebook on CRC/OP3, Houbun-sha, April 2013(in Japanese)

· A neo-communitarian approach on human rights as a cosmopolitan imperative in East Asia, 
  Filoso� a Unisinos, 13(3), Sep/Dec 2012(Dec,2012)

· Difference in the Conceptions of Self as subject of human rights between the West and Japan -
  Can Confucian Self be strong enough to exercise the positive liberty in an authoritarian society ?
  in Thomas Bustamante and Oche Onazi eds., Rights, Language and Law 
  (ARSP-Beihefte, volume 131)(Franz Steiner Verlag, March 2012)

· Toward the regional child rights protection mechanism in the North East Asia, in Yasushi Katsuma
  ed., Human Rights Governance in Asia, Keiso-shobo, Nov 2011(in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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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세다대학교 박사

Ph.D (Wased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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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of Human Rights, Universal Human Rights, 
Global Education

모리타 아키히코

Akihiko MORITA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일 : 콜롬비아 대학 인권연구소 초빙교수 

· 2015년 8월 : 제 27차 법/사회철학 국제협회 회의 특별워크샵 “동아시아의 법과 정의의 특성” 공동 조직

· 2013년 11월 : 아동인권 위원회 전 위원장 성균관대 이양희 교수 주재 국제 아동 인권 포럼에서 일본 아동 

                        인권 개척가 가가와 도요히코 강연

· 2010년 12월 : 아동인권전략 2012-2015 유럽위원회 회의에서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특별 강연

· 2008년- 2010년 : 아동인권위 소통절차에 관한 제3차 선택의정서/CRC 글로벌 캠페인 당시 아동 살리기 

                              일본 아동 인권센터 소장 역임

출판물 · 폴 하이드만 (편) “권리에서 정체성으로” (ARSP-Beihefte, 147권) 인용, 

  “집단적 인권에서 집단적 정체성으로”, Franz Steiner Verlag, 2016년 1월

· CRC/OP3 가이드북 (일본어), 호분샤, 2013년 4월 

· 동아시아 내 보편적 필수가치인 인권에 대한 신공동체주의적 접근, Filoso� a Unisinos, 13(3), 2012년 9월, 

  12월 (2012년 12월)

· 토마스 부스타만테•오체 오나지(편), “권리, 언어, 그리고 법” (ARSP-Beihefte, 131권) 인용, 

  “인권의 주체인 자아에 대한 서양과 일본의 인식 차 – 권의주의적 사회에서 유교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유를 

  이끌어 낼 힘이 있는가?”, Franz Steiner Verlag, 2012년 3월

· 야스시 카츠마 (편) “동북아시아 속 지역별 아동인권보호 메커니즘을 향해” (일본어), 아시아 인권가버넌스, 

  케이소쇼보, 2011년 11월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A visiting scholar to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of the Columbia University (April 1, 
2016 - March 31, 2017)

· Co-organized a special workshop on “Characteristics of Law and Justice in East Asia” at the 27th Worl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al and Social Philosophy(IVR) in Aug. 2015

· Delivered lecture on Toyohiko Kagawa - a Japanese pioneer of children’s rights - at the International 
Child Rights Forum organized by the former chair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f. 
Yanghee Lee at the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in Nov.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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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cular and transcendental dimensions is apparently different from the Western 

philosophical view of humans as rational autonomous beings with the capacity to 

act according to the universal law, but still defends human rights and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1 .

As the above description on the Japanese underlying justi�cation of human rights denotes, 

the Japanese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a modern social norm developed 

in the West and introduced to the rest of the world later, has drawn upon the Chinese 

intellectual resources, Confucianism.

In this presentation, I hope I could present a brief history of GIRI(義理) in Japan so as to 

demonstrate the very historical fact that sharing the intellectual resources could contribute 

to further diversification of original idea which would generate fruitful and productive 

dialogue at the later stage.

GIRI in Japan2 

‘GIRI(義理)’, originally the Chinese term consisting of ‘GI(義)’ and ‘RI(理)’, meaning righteous 

way of life, which had been popularized, acquiring quite different meanings in Tokugawa 

period and remained as influential social norm among the ordinary people through the 

Meiji period until quite recently.

In order to explore this term, it is worth looking into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by Ruth Benedict3  as the starting point and the following studies, mainly the works of 

Ryōen Minamoto4 , the most prominent scholar on the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1.  Akihiko Morita, A neo-communitarian approach on human rights as a cosmopolitan imperative in East Asia, 
Filosofi a Unisinos, 13(3), Sep/Dec 2012(Dec,2012), pp.363-364.

2.  Akihiko Morita, Difference in the Conceptions of Self as subject of human rights between the West and Japan 
- Can Confucian Self be strong enough to exercise the positive liberty in the authoritarian society ? in Thomas 
Bustamante and Oche Onazi eds., Rights, Language and Law (ARSP-Beihefte, volume 131)(Franz Steiner Verlag, 
March 2012), pp.30-32.

3.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A Mariner Book, Houghton Mif�in Company, 2005 (originally 
published in 1947 by Houghton Mif�in). Ruth Benedict (1887-1948) was an American anthropologist. She has 
received Ph.D in anthropology from Columbia University in 1923 and was assigned to the study of Japan in 1944 
by the Of�ce of War Information. 

4.  Ryōen Minamoto (1920~), Professor Emeritus Tohoku University Japan, has studied and published  seminal 
books about the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Tokugawa period (1603-1867). He has also developed 
the study of GIRI. GIRI and NINJO, Chūoh-Kouron sha, 1969. GIRI, Sansei do, 1996. Pls also refer Donald 
Keene, Characteristic Responses to Confucianism in Tokugawa Literature, in Peter Nosco ed., Confucianism and 
Tokugawa Cultur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pp.122-123.

GIRI(義理) in East Asia

Akihiko MORITA (SHOKEI GAKUIN University/Sociology, Japan)

Abstract

In this presentation, I will try to provide one plausible answer to the question ‘Why should I 

share?’, in referring to the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of GIRI(義理).

GIRI(義理) was originally the Chinese term consisting of ‘GI(義)’ and ‘RI(理)’, meaning 

righteous way of life. However, after introduced to Japan, it had been popularized, 

acquiring quite different meanings in Tokugawa period and it still remains as influential 

social norm among the ordinary people through the Meiji period until quite recently.

Without such intellectual sharing, Japan could not have developed its own moral language.

Sharing the intellectual resources could contribute to further diversi�cation of original idea 

which would generate more fruitful and productive dialogue at the later stage.

Introduction

In contemporary Japan, Fukuzawa Yukichi, the most influential intellectual leader of the 

early Meiji period, introduced human rights as ‘KEN RI TSUU GI (権理通義)’. The Chinese 

character ‘KEN (権)’, in the most fundamental text of Confucianism, the teachings of 

Confucius (551-479 B.C.), Analects, means being able to weigh occurring events and 

determine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to them. In the account of Tomonobu Imamichi, a 

Japanese philosopher, ‘GI (義)’, usually considered as justice, originally meant responsibility. 

‘RI(理)’ means the ultimate principle beyond Heaven and Earth, penetrating into each 

individual thing including humans, according to the philosophy of the Chu His school. Thus, 

‘KEN RI TSUU GI (権理通義)’ can be interpreted as being able to practically apply principles 

(理) to daily events, while assuming responsibility (義) before Heaven and the community to 

which the person belongs. 

In Fukuzawa’s account, human rights means the great justice or public justice beyond 

private principle and that’s why he employed the term ‘RI(理)’, which is considered as 

ultimate principle beyond Heaven and Earth, but also exists in each individual thing. 

This view of humans as being embedded in communities and as centers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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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moto also insists that another type of the de-facto social norm of ‘GIRI’, deviation 

from the above mentioned original type of ‘GIRI’, emerged in the late Sengoku or Warring 

states period, from late 1400’s until early 1600’s, which he called the human response to 

another person’s trust. Minamoto supposed that this second type of ‘GIRI’ was developed 

among warriors who were struggling to survive in the unstable and highly competitive 

circumstance by counting on those whom they trusted. 

Minamoto, then, identi�ed the third type of de-facto social norm of ‘GIRI’, the sense of 

obligation of keeping one’s name and reputation, which can also take the form of ‘IJI’(意地)

(pride). This third type of ‘GIRI’ is also deviation from the former two ‘GIRI’s, created by the 

sense of fear of losing face in closed small communities or personal human relations by not 

responding to others’ trust and kindness11 .

These de-facto social norms of ‘GIRI’ were acknowledged as the term ‘GIRI’, adapting the 

Confucian concept at the early Tokugawa period12 .

However, when Tokugawa regime, centralized feudal system with seclusion policy, was 

gradually established, these norms could not be preserved in their original forms. As 

objective ethical code was gradually introduced and established, the original norms of GIRI 

based on personal trust and empathy(NINJO), which were not supposed to contradict each 

other, had been transformed to the formal code in which GIRI was considered as obligation 

to repay to on and contradictory to NINJO as Benedict described. 

However, the emotional attachment to the original forms of GIRI, compatible with NINJO, 

has survived as Nostalgia among the ordinary people until quite recently in Japan13 and 

functioned as the underlying foundation of social norm.

Moreover, Hiromi Hyōdō, the researcher of the Japanese medieval literatures and popular 

performing arts, insists that GIRI(義理), the early modern people’s ethics, was diffused 

nation-widely through oral literatures such as Ningyō Jōruri(the Japanese puppet show) and 

created the basis for the national identity beyond social classes and regional differences, 

which had created the social background for creation of the nation-state of the modern 

Japan. In his account, the popular literatures of social chivalry such as the tale of 47 loyal 

retainers of Akō who avenged the forced death of their feudal lord nurtured the people’s 

spirit of rebellion, the most famous story of GIRI(義理), contributed to the regime change of 

the Meiji Restoration14 .

11.  R. Minamoto, “GIRI and NINJO”,pp.60-64.
12.  R. Minamoto, “GIRI ”, pp.64-66.
13.  R. Minamoto, “GIRI ”, pp.99-105.
14.  Hyodo,Hiromi, Koe no kokumin-kokka (The nation-state of <Voices>), Kōdan-sha Inc., 2009.

Benedict described ‘GIRI(義理)’ as the moral norm which has no possible English equivalent 

and of all the strange categories of moral obligations which anthropologists find in the 

culture of the world. Benedict asserted that it (GIRI) is a Japanese category and it is not 

possible to understand their courses of action without taking it into account5 . 

Inspired by her work, intensiv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y Japanese scholars on ‘GIRI’ 

since then, including the ones of Minamoto.

Although some of characteristics identified by Bendict as unique Japanese natures have 

already faded away, such as absolute loyalty to the Emperor, duty to one’s parents, terror 

of not repaying one’s moral debts6 , we can still observe the persistent Nostalgia among 

the Japanese people toward ‘GIRI’ and ‘NINJO(人情)’7  and it seems to me useful to examine 

its connotations in order to identify the spiritual heritage of the ordinary Japanese people 

which, in my account, functions as the Japanese underlying foundation for human rights.

Benedict presented two distinct categories of ‘GIRI’, one called as ‘giri to the world’, one’s 

obligation to repay on8  to one’s fellows and another called as ‘giri to one’s name’, the duty 

of keeping one’s name and reputation unspotted by imputation9 .

Inspired by Benedict’s study, Minamoto thoroughly examined the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and identi�ed the origin and its diversi�cation process of ‘GIRI’.

In Minamoto’s account, the term ‘GIRI’ did not exist in Japan before it was introduced from 

China in 9th century although the social norm which was later formalized as ‘GIRI’ did exist 

since time out of mind.

Minamoto holds that the origin of this de-facto social norm of ‘GIRI’ was the natural 

human response to another person’s kindness and could be found in any relatively closed 

and stable communities in which human relation can sustain for long period without 

unexpected interruption and in this sense, ‘GIRI’ is not speci�cally Japanese10 .

5.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A Mariner Book, Houghton Mif�in Company, 2005:p.133.
6.  Ian Buruma, forward to the Mariner Books Edition, in R.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xii. 
7.  NINJO(人情) is a sense of empathy.
8.  “On (恩) is obligations passively incurred such as ko on, On received from the Emperor and oya on, On received 

from parents”. R.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p.116.
9.  R.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134.
10. R. Minamoto, “GIRI and NINJO”, pp.26-28 and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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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reflections

 In my account, GIRI(義理), an originally Chinese normative concept of Confucianism, has 

been popularized and penetrated into the mindset of the ordinary people in Japan through 

the Tokugawa period, preserving its original meaning, and still functions as the underlying 

foundation of a sense of justice in Japan although the term was distorted superficially 

by the ruling class and is conceived rather negatively as expression of forced obligation 

nowadays in Japan.

 The process of popularization of GIRI, a core normative concept of Confucianism, in Japan 

seems to have proceeded in parallel with the similar development in China.

Against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the Chinese history as persistent continuum of dynasties 

which was finally turned down in 1911 Revolution (Xinhai Revolution), Yuzo Mizoguchi 

and his colleagues describe the Chinese intellectual history as the process of penetration 

of Confucian thought into the wider social classes which has eventually prepared for 1911 

Revolution. In their new perception, the Chinese history has 4 epochs; the �rst one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ized dynasties in Qin and Han Dynasties, the second was the 

transformation to the meritocratic society based on th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科挙) 

in Tang and Song dynasties, the third was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from late 

Ming dynasty to Qing dynasty and the fourth was 1911 Revolution. In Mizoguchi’s account, 

each epoch represents the beginning of new era in which Confucianism penetrates the 

much wider social classes. Confucianism was established as sole legitimate belief in Qin 

and Han Dynasties, widely exercised by bureaucrats for moral training in Song dynasty and 

disseminated more widely in the local communities in Ming and Qing dynasties18 .

We can observe the growing con�dence of the people about their capacity to reform the 

society on their own behind the Chinese history in which Confucianism has taken a leading 

role although it did not take the form of explicit and sharp disengagement of individuals 

from hierarchical community in the West19 .

 We may also examine and identify the similar process in Korea. In fact, Jiyeon LEE（李知

蓮）, born in Korean in 1978, holds in her Ph.D dissertation that GIRI（義理）is a broadly 

East Asian value concept. In her account, GIRI（義理）, the idea originated in China long 

ago, was spread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her home country, Korea. LEE contends

18.  Yuzo Mizoguchi, Tomohisa Ikeda, Tsuyoshi Kojima, Chinese intellectual history(Chuugoku shiou shi)(中国思想史), 
University of Tokyo Publishing Company, 2007. 

19.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159-211.

GIRI(義理) functioned even after the Meiji Restoration.

For instance, Toyohiko Kagawa(1888-1960), the most in�uential Christian social reformer 

and the most well-known and respected Japanese spiritual leader both within and outside 

of Japan since 1920’s until 1960’s, applauded the people’s ethics in Japan as KYOKAKUDO, 

the way of democratized chivalry15 :

During the three hundred years of the Tokugawa regime, the forces which resisted the 

Shogunate and its samurai followers were those among the common people who had 

adopted the code of chivalry. This group intuitively developed the proletarian morality 

of protecting the weak and suppressing the strong. 

This spirit flowered forth from Kyokakudo, an inborn trait of the Japanese people.

The very core value concept of Kyokakudo is GIRI.

Arthur Christian Knudten held in his Ph.D Dissertation about Kagawa16  that the 

modernization of Japan including the Meiji-Ishin(Meiji Restoration) had developed in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chivalries, the chivalry of samurai(warrior), a military 

chivalry,  and the chivalry of the knight-errant, a social chivalry. In his account, Kagawa had 

completely mastered the Japanese traditional popular moral code, the social chivalry in 

Knudten’s term, which has functioned as the ordinary social ethics in the Japanese society 

until now. Kagawa’s internalized social chivalry enabled him to take actions, speech acts 

as well as social activities, fundamentally acceptable and even attractive for the ordinary 

people in Japan.

Yoshio Yasumaru, the leading researcher on the Japanese people’s history, holds that the 

early modern people’s ethics, characterized as the one of self-control/cultivation based 

on their traditional social conventions including diligence, frugality and filial piety, was 

developed and disseminated among merchants and farmers through popularization of 

Confucianism, the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samurai, during the Tokugawa period17 .

15.  Toyohiko Kagawa, Christ and Japan, Friendship Press, 1934, pp.24-25.
16.  Knudten, Arthur Christian, “Toyohiko Kagawa, and some social, economic, and religious tendencies in modern 

Japan”, Ph.D Thesis,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1946
17.  Yoshio Yasumaru, Nihon no Kindaika to Minshū Shisō(The modernization of Japan and the people’s thoughts), 

Heibon-sh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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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he has grown up, mastering not to act against GIRI（義理）which is the most 

common guiding principle embedded in the daily life in Korea. LEE then challenged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Japanese people that GIRI (義理）is a unique idea existing only in 

Japan. In her account, GIRI(義理）is universal in a sense that it is a sense of symbiosis which 

underlies reciprocity, accompanied with a common emotion of humans living everywhere in 

the world such as a sense of empathy20 . LEE proposed that “considering a greater variety 

of perspectives about giri opens possibilities for change in the stereotype that has so far 

been believed21 .” 

 I am fully in concurrence with LEE’s proposal and would like to conclude my presentation 

by stressing that sharing the intellectual resources could contribute to further diversi�cation 

of original idea which would generate more fruitful and productive dialogue at the later 

stage.

20.  Jiyeon LEE, The possibility of symbiosis consciousness for East Asia, Ph.D dissertation, HO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Japan-Studies, published on March 14th 2014. <http://hdl.handle.
net/10114/9507>

21.  Jiyeon LEE, perspectives about giri and East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Japan-Studies, Vol.11, Ho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Japan-Studies, 201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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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표에서는 일본 의리(義理)사상 역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해 나눔의 사상이 퍼져나가게 되면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생각이 뻗어나가면서 나중에는 유용하고 생산적인 담론이 탄생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일본의 의리(義理)2

의리(義理)라는 말은 한자인 의(義)와 리(理)의 합성어로써 본디 삶을 바르게 산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건너온 이 단어는 에도 시대 당시 일본 사회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크게 

바뀌었고, 메이지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그 명확한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먼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3”을 필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 사상사 연구가 료엔 미나모토4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루스 베네딕트는 의리(義理)에 대응될 만한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류학자가 연구한 여러 

문화 중 가장 독특한 범주의 도덕적 의무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개념은 일본 사회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의리라는 개념에서 파생되는 행동을 이해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5

 이 연구에 자극을 받아 미나모토를 비롯한 많은 일본 학자들이 이후 의리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이어갔다. 

루스 베네딕트가 밝혀낸 일본 고유의 특성 중 일본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부모에 대한의무, 

도덕적 부채를 되갚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6 등은 이미 그 존재감이 많이 흐려졌으나 여전히 

일본인은 “의리”나 “인정(人情)”7 이라는 가치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으며, 일본인 마음 속 

인권이라는 의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신적 유산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개념이 함의하는 바를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베네딕트는  의리를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  하나는  타인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의무감8을 

의미하는“세상에 대한 의리,”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자신의 이름을 실추시키지 않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의무를 의미9하는 “이름에 대한 의리”다.

2.  아키히코 모리타, 인권의 주체인 자아에 대한 서양과 일본의 인식 차 – 권의주의적 사회에서 유교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유를 이끌어 낼 힘이 있는가? (Difference in the Conceptions of Self as subject of human rights between 
theWest and Japan - Can Confucian Self be strong enough to exercise the positive liberty in the authoritarian 
society?), 토마스 부스타만테·오체 오나지(편), 권리, 언어, 그리고 법(Rights, Language and Law) (ARSP-Beihefte, 
131권)(프란츠 벨라그, 2012년 3월), pp.30-32.

3.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마린북, 휴튼 미플린사, 2005 (휴튼 미플린에서 1947년 
처음 출간). 루스 베네딕트는(1887-1948) 미 인류학자로써 1923년 콜롬비아 대에서 인류학 학위를 받고 1994년 전쟁정보처 
소속으로 일본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4.  도호쿠대 명예교수인 료엔 미나모토(1920~)는 에도시대(1603-1867) 사상사를 연구하며 이에 대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해왔으며, 의리에 대해서도 연구했다.의리와 인정, 추오쿠론샤, 1969. 의리, 산세이도, 1996. 추가 참조: 피터 
노스코(편),유교와 에도문화(Confucianism and Tokugawa Culture) 인용, 도날드 키네, 에도시대 문학 속에 드러난 유교에 
대한 태도 (Characteristic Responses to Confucianism in Tokugawa Literature), 하와이대 출판국, 1997, pp.122-123.

5.  루스베네딕트,국화와칼, 마린북, 휴튼 미플린사, 2005, p.133.
6.  이안부루마, 루스베네틱스국화와칼마린북에디션서문, p.xii. 
7.  인정(人情)은공감의감정이다.
8.  루스베네딕트, 국화와칼““은(恩)”이란은혜와같이수동적으로발현되는의무, 황제가 하사하는 것이 “은”이며 부모가 하사하는 

것이 부모의 “은”이다”, p.116.
9.  루스베네딕트,국화와칼, p.134.

‘의리(義理)’ 개념을 통해본 동아시아의 나눔 문화

모리타 아키히코森田明彦 (쇼케이학원대학尙絅學院大學/사회학, 일본)

요약

본 발표는 일본의 의리(義理)사상을 통해 “왜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의리(義理)라는 말은 한자인 의(義)와 리(理)의 합성어로써 본디 삶을 바르게 산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건너온 이 단어는 에도 시대 당시 일본 사회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크게 

바뀌었고, 메이지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나눔의 사상이 없었다면 일본은 일본만의 도덕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사상의 근간을 함께 나누면서 의리라는 개념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후기에 이르러 

생산적이고 유익한 담론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들어가며

메이지 초기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식인 후쿠자마 유키치는 인권을 “권리통의(権理通義)”라는 

이름으로 설명했다. “권(権)”이라는 한자는 공자(551-479 B.C.)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논어(論語)를 보면 현상의 경중을 파악하여 각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술되어있다. 또한 본디 책임감을 의미하는 “의(義)”라는 개념은 일본인 철학가 토모노부 

이마미치에 따르면 정의(定義)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朱熹)학파는 “리(理)”를 땅과 하늘을 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별적인 존재를 관통하는 궁극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권리통의(権理通義)”라 함은 매일의 현상에 맞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理),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하늘에 대한 책임(義)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후쿠자마  유키치는  인권이란  개인의  원칙을  넘어선  더  큰  의미의  정의  혹은  공공의  정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넘어선 궁극의 원칙이면서도 개별적 존재 속에 살아 숨쉬는 

“리(理)”라는 개념을 빌려왔다. 인간을 공동체의 일부분, 세속적이면서도 선험적인 차원의 책임을 

져야 하는 핵심적인 주체로 보는 이 관점은 인간을 우주 보편적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성적, 자율적 존재로 묘사했던 서양철학과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인권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옹호해야 한다는 가치는 그대로 녹아있다.1

 인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일본의 이러한 사상이 보여주듯, 서양에서 태동하여 다른 세계로 뻗어나간 

근대적 사회규범인 인권에 대한 일본의 철학적 해석 역시도 중국 사상인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1.  아키히코 모리타, 동아시아 내 보편적 필수가치인 인권에 대한 신공동체주의적 접근 
  (A neo-communitarianapproach on human rightsas a cosmopolitan imperativein East Asia), Filoso�a Unisinos, 

13(3), 2012년 9월/12월 (2012년 12월), pp.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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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이라는 체제 변화의 불씨가 탄생하기도 했다.14 메이시 유신 이후에도 의리(義理)라는 

정신은 이어졌다. 일례로 사회 개혁을 꿈꾸던 기독신자이자 1920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 안팎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 받던 토요히코 카가와(1888-1960)는 일본의 도덕규범을 협객도(侠客道)라 

칭송하며 이것이 민주화된 기사도라 일컬었다. 15

도쿠가와  통치  300년  기간  동안  막부체제에  저항했던  세력과  이에  동조한  사무라이는 

기사도정신을 받들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본능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 도덕정신을 길러가며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억압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일본 사람의 진성 중 하나인 협객도라는 

모습으로 발현 되었다. 

 이 협객도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바로 의리다.

 작가 크리스티안 크누텐은 카가와16에 대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메이지유신을 비롯한 일본의 

근대화는 군인의 기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무라이(무사)의 기사도와 사회적 기사도라고 할 수 있는 

협객의 기사도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카가와는 

일본의 사회적 기사도에 통달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 기사도를 전통적 대중 도덕률이라 부르면서, 이 

도덕률이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가와는 

내재화된 사회적 기사도 정신이 있었기에 행동을 취하고,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사회적 행동에 

나설 수 있었고, 이런 정신은 일본 대중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고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가 요시노 야스마루는 초기 근대 일본인의 윤리정신을 보면 근면, 검소, 효 등에 

근간을 둔 전통적 사회규약을 기본으로 하는 자기절제/자기수양의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이 에도 시대 당시 유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사무라이 정신과 더불어 상인이나 농부의 마음 

속에 퍼져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17

개인적 고찰

 개인적으로 중국유교의 규범적 개념에서 파생된 이 의리란 개념은 에도 시대 동안 일본인들의 마음에 

퍼져나가 대중화가 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 본래의 의미가 아직도 보존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지배계급에 의해 그 의미가 왜곡된 부분도 있고 오늘날 일본에서 의무를 강요하는 

느낌을 준다는 등 나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사회 내에서 

정의라는 개념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14.  효도히로미, 목소리의국민국가(The nation-state of <Voices>), 코단샤, 2009.
15.  토요히코카가와, 그리스도와일본, 프랜드십출판사, 1934, pp.24-25.
16.  작가 크리스티안 크누텐, “도요히코 카가와, 현대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경향 (Toyohiko Kagawa, and some 

social, economic, and religious tendencies in modern Japan), 박사논문, 사우스 캘리포니아대, 1946
17.  요시오 야스마루, 일본의 근대화와 민주시조 (The modernization of Japan and the people’s thoughts), 헤이본샤, 

2012.

베네딕트의 연구에 영감을 받은 미나모토는 일본의 사상사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의리”라는 

개념의 근원과 그 개념이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미나모토에 따르면 “의리”라는 개념은 9세기에 들어 중국에서 처음 들여왔고 이후 “의리”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퍼져나가게 된 것은 사실이나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 가치 자체는 그 

전부터 일본 사회에 이미 존재했다고 한다.

또한 사실상 “의리”라는 이 사회적 규범은 다른 사람의 친절에 반응하는 인간의 본능적 특성이며,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의 개입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교적으로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의리”가 일본에만 한정된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10

 앞서 설명한 “의리”의 본래 의미에서 파생된,사회적 규범이나 다름 없는 이 두 번째 모습의“의리는 

1400년대 말에서 1600년대 초 전국시대 후기에 형성되었다. 미나모토는 타인의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 의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 설명했다. 전쟁이 난무하는 불안정한 시대에서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무사들 사이에서 이 두 번째 의리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의리의  세  번째  모습 ,  즉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은 

“意地(자존심)”의 또 다른 발현이라 설명한다. 이 세 번째 의리 역시 앞의 두 의리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써, 폐쇄된 작은 공동체에서 체면을 구기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친절에 보답하지 않아 

인간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11

 사회적 규범이나 다름없는 이 “의리”는 에도 시대 초기에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의리”라는 

용어로 정립되었다.12

 하지만 도쿠가와 시절 당시 쇄국정책, 중앙화된 봉건체제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규범이 본래의 형태를 

잃게 되었다. 실증적인 도덕률이 점차 도입 및 정착되면서 남과의 마찰을 피하고 개인적 신뢰와 

공감(인정)을 추구하던 의리라는 개념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은혜를 되갚을 의무, 인정과 모순되는 좀 

더 공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베네딕트는 설명한다.  

하지만 인정이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의리의 본래 모습에 향수를 느끼게 되면서 이 본래의 모습은 

일본사람들 마음속에 살아남아 그 명맥을 최근까지 이어오게 되었고13, 사회적 규범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일본 중세문학 및 대중행위예술 연구가 히로미 효도는 근대 윤리 중 하나인 이 의리(義理)가 

인형극 등 구전문학을 통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사회적 계급이나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형성하며 근대일본이 탄생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사회 

예의범절을 다룬 대중문학 중 의리를 그린 가장 유명한 작품인 주신구라를 보면 주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47명의 반역자, 아코 사무라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학을 통해 

10.  료엔미나모토,의리와인정, pp.26-28 and pp.59-60.
11.  료엔미나모토,의리와인정,pp.60-64.
12.  료엔미나모토,의리, pp.64-66.
13.  료엔미나모토,의리,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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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 히로미, 목소리의 국민국가(The nation-state of <Voices>), 코단샤, 2009

- 이안 부루마, 루스 베네틱스 국화와 칼 마린북 에디션 서문, 마린북, 휴튼 미플린사, 2005

- 이지연, 동아시아 내 공존의식의 가능성, 박사 논문, 호세이 대학원 국제일본학부, 2014년 3월 14일 

출간,<http://hdl.handle.net/10114/9507>

- 이지연, 동아시아 속 의리에 대한 인식, 국제일본학 저널, Vol. 11, 호세이 대학원 국제일본학부, 

2014, 1-26

-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마린북, 휴튼 미플린사, 2005 

(휴튼 미플린에서 1947년 처음 출간)

- 료엔 미나토모,의리와 인정, 추오쿠론샤, 1969

- 료엔 미나모토,의리, 산세이도, 1996

- 토요히코 카가와, 그리스도와 일본, 프랜드십 출판사, 1934

- 요시오 야스마루, 일본의 근대화와 민주시조 (The modernization of Japan and the people’s 

thoughts), 헤이본샤, 2012

- 유조 미조구치·토모히사 이케다·츠요시 코지마, 중국사상사(中侠思想史), 동경출판사, 2007 

 유교의 핵심을 이루는 규범적 개념인 의리가 대중 속에서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면 중국 내에서 이 

개념이 퍼져나가는 개념과 흡사해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조 미조구치는 산해혁명 전까지 중국 역사는 왕조의 항구적 연속이었다는 전통적인 개념에 반기를 

들며, 중국의 사상사는 유교정신이 사회계급 전반에 걸쳐 폭넓게 보급되는 과정이며, 그 결과물이 바로 

산해혁명이라 주장했다. 이 새로운 시각에 따르면 중국 역사는 네 개의 시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진나라, 한나라 왕조가 다스리던 중앙화된 왕조시대, 두 번째는 과거(科擧)시험을 통해 능력 중심의 

사회를 건설했던 당나라, 송나라 왕조 시대,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던 후기 명나라 시대, 

그리고 마지막이 산해혁명 이후의 시대다. 미조구치에 따르면 각각의 시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즉 

유교가 더 넓은 계층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유교는 진나라, 한나라 왕조 시절 유일한 

진리로 대접받으며 송나라 시절 당시 관료의 예절교육에 빠짐없이 등장했으며, 명나라 및 청나라 

시기를 거치며 지역 사회 속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18

 중국 역사를 보면 서양처럼 계급주의에 기반한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가시적으로, 빠르게 분리되는 

형태는 아닐지라도19 유교의 도움을 받아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과정을 한국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78년 한국에서 태어나 의리(義理)에 

대한 박사논문을 저술한 이지연(李知蓮) 박사는 의리 속에는 대부분 동아시아적 가치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오래 전 중국에서 태동한 의리(義理)라는 개념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박사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의리(義理)라는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이 의리가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는 일반적인 도덕 

원칙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리는 일본에만 존재하는 일본 고유의 개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리란 공감과 같이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인류 공통의 감정을 비롯해 상호호혜를 

강조하는 공생의 가치 등을 담은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20또한 “의리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람들이 흔히 믿는 의리에 대한 고정관념은 바뀔 수 있다21”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 박사의 주장에 십분 동감하는 바이며, 사상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 과정을 지나 유익하고 생산적인 담론이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표를 마칠까 한다. 

18.  유조미조구치·토모히사 이케다·츠요시 코지마, 중국사상사(中国思想史), 동경출판사, 2007.
19.  찰스테일러, 세속의 시대(A Secular Age), 하버드 벨크냅 출판사, 2007, pp.159-211.
20.  이지연, 동아시아 내 공존의식의 가능성, 박사 논문, 호세이 대학원 국제일본학부, 2014년 3월 14일
 출간,<http://hdl.handle.net/10114/9507>
21.  이지연, 동아시아 속 의리에 대한 인식, 국제일본학 저널, Vol.11, 호세이 대학원 국제일본학부, 201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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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Nationality
한국

Republic of Korea

소속 
Af�liation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직책

Current Position
교수

Professor

학력 
Education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

Ph.D. University of Tokyo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동양철학

Eastern Philosophy

양 일 모

YANG, Il Mo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학부장

주요출판물 · 옌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 좌우파에서 보수와 진보로 (공저)

·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 문명의 전환과 고전의 발견 (공저)

· 두 시점의 개념사: 현지성과 동시성으로 보는 동아시아근대 (공저)

·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중국의 근대적 정치학의 탄생 (번역)

· 천연론 (공역)

· 관념사란 무엇인가 (공역)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Professor of College of Liber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puty Dean of College of Liber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s · [Yan Fu: Chinese Modernity and Western Ideology] (Authored)

· [From the Left and the Right to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Co-authored)

· [East Asia Translates Modern Era: Transition of Civilization and Re-discovery of Classics] 

  (Co-authored)

· [History of Concepts from Two Perspectives: Modern East Asia Seen from Perspectives of Localness

  and Simultaneity] (Co-authored)

· [De�ning Political Science: the Birth of Modern Political Science in China] (Translated)

· [Evolution and Ethics] (Co-translated)

· [De�ning Studies of the History of Ideas] (Co-translated)

좌장

Chair

양일모 (서울대학교/철학, 한국)
YANG, Il Mo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패널 발표

Panel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사, 한국)
고문서를 통해 본 한국인 나눔 : 그 속에 담긴 상생과 화합  
 
KIM, Hak-su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History of Korea, Korea)
Sharing of Korean Ancestors in Ancient Documents: Spirit of Co-existence and Harmony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불교, 한국)
자비는 공감과 나눔이다 
 
Beopin (Dae Hueng Temple, Il-Ji Hermitage/Buddhist Priest, Korea)
Sympathy and Sharing Conceives Mercy

오상운 (대한성공회/신부, 한국)
울림이 있는 나눔이란

 
OH, Sang Un (Priest, Seoul Diocese, Anglican Church of Korea, Korea)
What is Eloquent Sharing?

크세니아 치조바 (호주국립대학교/한국문학, 러시아)
조선시대 가문소설 속 나눔의 정신

 
Ksenia CHIZHOV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Korean Literature, Russia)
The Spirit of Sharing in the Family Fictions of the Joseon Dynasty

세션2  |  SESSION II.

나눔의 향기 – '울림이 있는 나눔은 어떤 것인가'
Scent of Sharing – ‘What is Resonant Sharing?’

5월 28일, 09:30 - 12:00  |  국제회의장 (1층)
09:30 - 12:00, May 28  |  1F, Conferen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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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를 통해 본 한국인 나눔 : 그 속에 담긴 상생과 화합

고문서를 통해 한국인의 감동적 나눔의 현장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진단한다. 나눔에는 물질의 나눔이 있고, 마음의 나눔

이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감동과 인간애를 담은 마음의 나눔이며, 상극 속에서 상생과 화합을 추구하며 세

상을 밝게 만들어갔던 그런 나눔들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적자와 서자의 나눔 속에는 어떤 감정이 내재되어 있었고, 

동복과 이복의 나눔 속에는 어떤 배려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가난한 자를 돕되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는 지혜로운 

나눔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논의의 자리를 위해 출연하는 역사적 인물은 오희문, 오윤겸, 박

세당, 하위지, 이효숙, 무실마을 사람들, 단목마을 사람들이다.

Sharing of Korean Ancestors in Ancient Documents: 
Spirit of Co-existence and Harmony

This presentation explains the moving stories of sharing amongst Koreans and their hidden implications. 
Sharing can be either material or spiritual. The key messages of this presentation are spiritual sharing creating 
touching moments and philanthropic values; and the anecdotes of sharing which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by pursuing coexistence and harmony, despite strong antipathy and discord.
The issues to be discussed include the emotions hidden behind the sharing between a child of a King’s legal 
wife and of a concubine; considerations lying behind sharing between brothers or sisters born of the same 
mother or between half-brothers or -sisters; and wise ways of sharing something with the poor, which does 
not leave a scar on their mind. The characters to be talked about during the presentation are Oh Huimun, 
Oh Yungyeom, Park Sedang, Ha Wiji, Lee Hyosuk, and the people living in Musil village as well as in Danmok 
village.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apers · Deokcheon Seowon: An academic and cultural venue focused on the Study of Gyeong
  and Ui(敬義學), Nammyung Studies Research Center, 2015
· The Academic Patterns of the Seoae Lyu Seongryong Family and the Pattern of Its
  Handover through Generations,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2014
· The Historical Value of King`s Order issued to Han Beomseok, Nammyung Studies
  Research Center, 2014
· Kim Seong-il`s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His Network,
  Nammyung Studies Research Center, 2014
· Lee WonIk`s scholarly and bureaucratic life and his in�uences on Namin School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T'oegye Studies, 2013

Publications · A Study on Chang-gu-gaek-i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
· King Jungyang-gong's Lee Suk-gi Head Family of Gimcheon- the Great Family kwown 
  for Filial Piety and Ritual Learning (yehak) shaped by Literary and polished by Courtesy,  
  Yemoon Publishing Co., 2015
· Confucian literati and its order in the late Chosun, Somyong Publishing Co., 2015

국적

Nationality
한국

Republic of Korea

소속 
Af�lia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Academy of Korean Studies

직책

Current Position
수석연구원

Head Researcher

학력 
Education

문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Ph.D. in 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한국사(조선시대사)
Korean History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김  학  수

KIM, Hak Su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2001.01 -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실장 (수석연구원)
· 2004.01 - 현재 사단법인 서계문화재단 운영위원

· 2007.05 - 현재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 심의위원

· 2008.02 - 현재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기회연구위원

· 2010.03 - 현재 조선시대사학회 연구이사

· 2010.03 - 현재 한국고문서학회 연구이사

· 2010.03 - 현재 한국서원학회 출판이사

출판물

논문

· [덕천서원-경의학을 지향한 조선의 학술문화공간] (남명학, 2015)
· [17세기 서애 류성룡가의 학풍과 그 계승양상] (퇴계학과유교문화, 2014
· [한범석 교지의 역사적 가치] (남명학연구, 2014)
· [17세기 서애 류성룡가의 학풍과 그 계승양상] (퇴계학과유교문화, 2014)
· [金誠一의 임란 중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남명학연구, 2014)
· [이원익의 학자·관료적 삶과 조선후기 남인학통에서의 위상] (퇴계학보, 2013) 등 다수

출판물

저서

· [창구객일 연구] (서울대출판문화원, 2014)
· [문으로 빚고 예로 다듬은 충효와 예학의 명가, 김천 정양공 이숙기 종가] (예문서원, 2015)
·『조선후기 사족과 예교질서』 (소명출판, 2015)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Work 
Experience

· Jan 2001 - Current: Head (Senior Researcher) of Jangseogak Archiv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Jan 2004 - Crrent: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Seogye Cultural Foundation
· May 2007 - Current: Committee Member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ntitlement Commission on Patriots, Veterans, and its Descendants)  
· Feb 2008 - Current: Researcher at Nammyung Studies Research Center
· Mar 2010 - Current: Research Director of the Choson Dynasty History Association
· Mar 2010 - Current: Research Director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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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능력에 주목했던 것이다. 요사이로 치면 이른바 ‘흙수저’라 하더라도 품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라면 써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의 이 주장이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었 듯이 우리

시대에도 청년들의 자조自嘲가 빚어낸 ‘수저등급론’을 잠재울 선각자는 반드시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Ⅲ. 나눔과 신뢰사회 : 어느 부녀의 재산상속 일화

충청도 예산의 한산이씨 수당고택 소장의 분재기(分財記: 재산상속 문서)에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얽

힌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자못 눈길을 끈다. 1596년(선조29)에 작성된 ‘이경

검부부별급문기(李景儉夫婦別給文記)’가 그것이다. 

성종(成宗) 임금의 4세손이었던 순녕군(順寧君) 이경검에게는 효숙(孝淑: 1588-1668)이라는 외동딸

이 있었다.  금지옥엽의 외동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이경검은 난리통에 파손된 가옥을 수리할 때에

도 늘 효숙을 등에 업고 다니며 공사를 감독하곤 했다. 

바로 이 무렵 이경검은 딸에게 무심코 실언을 하게 된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 이 집을 효숙에게 주겠다

는 말이었는데, 물론 이것은 농담삼아 한 말이었다. 그러나 정작 효숙은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

을 했다. 

상황을 직감한 이경검은 먼저 딸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우려하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약속의 이행을 결심하게 된다. 이에 서울의 남부 지역인 명례방(明禮坊: 지금의 서

울시 중구 명동 일대)에 위치한 반듯한 기와집 한 채를 따로 구입하여 부부 공동 명의로 효숙에게 양도

했다. 분재기의 말미에는 다른 자식들이 여기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단서 조항도 별도로 명기했고, 

효숙의 큰오빠 이안국(李安國)은 증인으로서 이 날의 양도를 흔쾌히 공증해 주었다. 이 때 효숙의 나이 

겨우 아홉 살이었다. 

Ⅳ. 나눔의 범절 : 안동 무실 류씨가 사람들의 품격

사람을 돕는 데에도 지켜야 할 범절이 있다. 진정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

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베품의 미덕’이다. 양반 고을 안동에 가면 무실水谷이라는 전주류씨 

종족마을이 있다. 

영조 임금 치세인 1756년(영조32) 조선에는 대기근이 발생했다. 평년에도 의식이 풍족할 리 없던 산

간 오지 무실마을의 형편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였고, 글줄이나 읽

은 선비집안일수록 사정은 더 어려웠다. 하는 수 없이 문중에서 비상 곡식창고를 풀어 집안 사람들 구

휼에 나섰다. 구휼미는 문중창고에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예외가 있었다. 바로 마을의 어른들이

었다. 어른 중에서도 학식과 덕망이 높아 지역사회에서 선비로 일컬어져서 마을과 집안의 명예를 드높

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어른들에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구휼미를 배당받게 하는 것

은 ‘욕을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역시 무실 사람들은 현명했다. 덕망 높은 어른들에게는 그 집에 

쌀을 가져다 줌으로써 어른의 명예와 체면을 지켜드리고, 마을의 격조와 품위도 살렸다. 가난하다고 해

서 자존심과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행정 편의주의에 맞춰져 있는 지금의 복지시스템에 

고문서를 통해 본 한국인 나눔 : 그 속에 담긴 상생과 화합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사, 한국)

Ⅰ. 머리말

유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차별이었다. 차별은 정명사상正名思想으로 포장되어 자신에게 주

어진 사회적 명칭과 분수에 맞게 행동하도록 가르쳤다.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였고, 양반의 세상이었다. 

주자학으로 무장한 양반들은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윤리 규범을 통해 자기들 밖의 사람들을 통제하

려 했다. 때로 그 통제의 수위가 높을수록 유교적 이상 사회에 근접하는 것이라 믿었다.

‘상심傷心의 시대’라 할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을 다쳐 아파하는 사람이 많다. 부富

의 양극화는 이제 진부한 뉴스가 되어버렸고, 그 자리에 비정한 부모와 아들의 참혹한 죽음을 알리는 

달갑잖은 기사가 끼어들었다. 젊은 사람들의 팍팍한 세상살이는 듣기에도 거북한 ‘수저론’을 만들어냈

지만 근심은 있어도 대안이 없는 것이 우리시대의 삶의 장면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 저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조선과 같은 인간사의 상극이 절정을 이룬 시대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

람에 의해 화합의 상생의 씨앗이 뿌려졌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운 훈훈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 

훈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의 바퀴를 돌려 조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Ⅱ. 마음의 나눔 : 약자에 대한 감싸안음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윤겸吳允謙이란 관료가 있었다. 원만한 성품에 ‘감싸안음’의 리더십으로 존

경을 받은 인물이다. 그도 젊었을 때는 진옥이라는 소실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었다. 그런

데 어느날 진옥이 두살배기 딸을 데리고 오윤겸의 아버지를 찾아왔다.    

윤겸의 첩 진옥眞玉이 딸을 안고 와서 뵙는데, 그 아이를 보니 이미 걷고 말도 하는데 모양이 단아하여 

매우 사랑스럽고 귀엽다.…줄 물건이 없어서 겨우 필목 반 필을 주어 보냈다. 처음 생각에는 그 딸만 

보고자 했고, 진옥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딸을 안고 와서 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 마음의 진위

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정리가 또한 불쌍하다.(오희문, 쇄미록 <1599년 5월 9일>)

적서가 엄격하던 시절에 아들의 소실 및 그 딸과의 만남이 어찌 자연스러웠을까마는 그들을 대하는 오

희문에게서는 자못 따스한 인정이 느껴진다. 이런 포용의 마음을 지닌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들이 모

가 날 리 없다. 그리고 정승의 지위에 올라 발언권이 생겼을 때 임금에게 특별한 건의를 했다. 서자에게

도 벼슬길을 열어주라는 말이었다.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어진 인재의 과감한 등용이 절실했기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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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애틋했다. 형과 두 살  터울이었던 그는 생이별 한 뒤로는 거의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형의 행

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다른 집안 같았으면 벌써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겠지만 이들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세월만 보내는 것도 능사는 아니었다. 이에 형제들은 결단을 내려 1601년(선조34) 2월 7일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때 이들은 상속문서인 분재기分財記의 서두에 아주 특별

한 약속을 담아두었다. 그 약속이란 ‘아우가 살아오면 지금의 분재는 무효로 하고 다시 분배한다’는 것

이었다.  

세월은 또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형제애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1617

년 하변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간 조정에서는 포로송환을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

고, 그 결과 하변도 그 귀환 행렬에 섞여 꿈에 그리던 단목골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형제들은 변을 얼싸

안고 울었고, 변은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버린 형들을 위해 통곡했다.

그리고 약속도 지켜졌다. 형제들은 하변이 돌아오면 재분배하기로 한 지난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

다. 마침내 1621년(광해군13) 4월 ‘천계원년사월십구일동생화회문기天啓元年四月十九日同生和會

文記’가 작성되면서 약속은 이행되었고, 형제들은 저마다 친필로 서명하여 이 날의 나눔을 흔쾌히 공

증해 주었다. 그리고 이 서명은 바래지 않는 영원한 우애의 징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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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마을의 진심어린 경로의식이 보태지면 참 따스한 세상이 될 것 같다.  

 

Ⅴ. 나눔의 지혜 : 소실의 노후보장시스템

사육신(死六臣)으로 잘 알려진 하위지(河緯地)의 아들(조카였으나 아들로 입적함) 중에 하원(河

源:1451-1518)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시대 여느 양반들처럼 그에게도 소실(小室)이 하나 있었다. 신

분은 평민이고 이름은 감장(甘莊)이었다. 감장을 무척 아꼈던 하원은 자신이 죽으면 누가 그녀를 돌봐

줄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날, 하원은 감장에게 유서(遺書) 한 장을 써 주었다. 유서란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자손들에

게 특별한 당부가 있을 때나 소실 또는 거기서 태어난 자녀 등을 배려하기 위해 작성하는 분재기의 일

종이다. 

하원이 감장에게 양도한 재산의 규모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노년의 삶을 지탱하기에 부족

치 않을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양이 아니라 유서에 명시된 단서 조항이었다. 

하원은 유서에서 지금 양도하는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 생계용으로 활용하다가 죽음에 임박해서는 본처

의 자식들에게 되돌려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말이 단서였지 여기에는 소실에 대한 하원의 마지막 배려

가 담겨져 있었다.

경제적 보상 때문이었을까마는 하원의 자손들은 감장을 정성으로 섬겼다. 특히 손자 철민(徹岷)이 그 

누구보다 의지가 되었다. 1531년(중종26) 4월 24일, 하원이 감장에게 유서를 써 준 지 13년째 되는 

해였다.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자 감장은 비로소 유서의 뜻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예상대로 감장은 자신이 사들인 논 7마지기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귀속 대상자로 철민을 지목했고, 양

도문서 작성에 들어갔다.  ‘전력부위하원첩양녀감장(展力副尉河源妾良女甘莊)’이라 씌여진 양도자의 

이름 아래에 손바닥도장을 찍는 순간 감장의 모든 재산은 철민의 소유가 되었다. 

이로써 감장은 모든 경제력을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있었

다. 감장은 철민에게 써 준 양도 문서 말미에 자신이 죽으면 장례를 몸소 치러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었

다. 감장이 언제 생을 마감했고, 산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평소 철민의 사람됨

으로 보아 서조모의 장례를 예로우면서도 분수에 맞게 치러주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Ⅵ. 나눔의 의리 : 진주 하씨가 사람들의 이복간 우애의 증표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의롭지 않은 부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할 뿐이다. 진사 하위보河

魏寶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 온 경남 진주의 단목마을에는 재물 분배와 관련된 미담이 전해오고 

있다. 

자식복이 많았던 하진사는 아홉 아들을 두었다. 위로 입곱 형제는 전처에서 난 아들이고, 아래로 두 형

제는 후처에서 본 아들이었다. 하진사가 작고하던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천신만고 끝에 임진왜

란의 회오리를 간신히 넘기는가 싶었더니 1597년 정유재란의 와중에서 여덟째 아들 변忭이 그만 포

로로 잡혀가고 말았다. 

형제들은 오열했고, 생사를 확인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특히 동복의 아우였던 막내 협悏의 우애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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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공감과 나눔이다

삶의 성찰과 진단, 그리고 지향은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직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새삼 인식해야 할 것이

며,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와 나눔의 가치는 바로 차별과 고통의 통찰에서 발원한 것이다.

지혜에 바탕 한 나눔이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자비와 나눔을 실천의 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자기의 힘으

로 밥을 생산하게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러므로 기부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일

이다. 자비와 나눔이 지향하는 목적은 상생이며 상생의 바탕은 공정과 평등이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자비와 나눔의 궁극적 목적은 더불어 행복한 삶의 실현이다. 마음에 행복한 감정이 충만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

되어야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즉, 비움과 나눔이 곧 수행의 길이며 공감과 나눔이 곧 

사람의 길이다. 

Sympathy and Sharing Conceives Mercy

We need to be clearly aware that introspection, life diagnosis, and life orientation all begin from facing up to 

our pains. Mercy and sharing, the two fundamental value of Buddhism, also originated from the deliberation 

on pain and discrimination. Mercy is a wiser form of sharing and it is time for us to put both sharing and 

mercy into practice. A good society enables its citizens to earn its bread and stand on its own feet. Therefore, 

giving a fair and equal oportunity to all must precede donating for the marginalized. One of the desirable 

outcomes of mercy and sharing is co-prosperity and co-prosperity stems from fairness and equal ground. 

'Notwithstanding' the 'unavoidable' circumstances, a human being must be willing to treat others fairly and 

have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them. The ulltimate goal of mercy and sharing is realization of happy life. 

To �ll people's heart with happiness, the unfair social structure must be corrected �rst and its people must 

treat others respectfully and sincerely. 

In short, we can train our mind by empting our mind and sharing with others and can live like a human being 

by understaning and sharing with others

국적

Nationality
한국

Republic of Korea

소속 
Af�liation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Daeheungsa, the 22nd District Head Temple, Korean 
Buddhist Jogye Order 

직책

Current Position
대흥사 수련원장

Director of Traning Center at Daeheungsa Temple

학력 
Education

원광대학교 대학원(철학박사)
Wonkwang Graduate School (Ph.D. Doctor of Philosophy)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불교학

Buddhist Study

법   인

Beopin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불교신문 주필 역임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부장 역임

· 현재 - 대흥사 수련원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판물 · 번역서 : <화엄경 현담 주해>

· 인문서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evious 
Career 

· Chief Editor of Buddhism Newspaper

· Head of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Buddhist Jogye Order

Current 
Career

· Director of Training Center at Daeheungsa Temple

· Co-representative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ranslation · Explanation of the Introductory Chapter (玄談) of Avatamsaka Sutra (華嚴經),

  Jogye Order Publishing, 2008

Publication · The Era of Browsing and Recovery of Contemplation, 

   Bulgwang Publishing Co., 2015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68 69

석가모니의 화두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성찰과 진단, 그리고 지향은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직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새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와 

나눔의 가치는 바로 차별과 고통의 통찰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2.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의 판단과 가치의 판단 ㅡ

 신자유주의에 도달한 작금의 세계문명의 대안적 성찰담론은 ‘지속가능한 평등과 상생’입니다. 때문에 

사랑, 자비, 나눔, 돌봄 등의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구체적인 구현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

눔의 실천이 바로 자비행입니다. 자비의 실천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다른 언

어와 관계를 맺으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사랑과 자비 또한 다른 언어와 관계를 맺지 않으

면 자칫 동정적 시혜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가슴에 깃든 차마 견디지 못하는 마음(不忍之

心), 즉 측은지심은 자비와 나눔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감수성이 ‘지혜’와 ‘정의’ 등의 언어와 관

계 맺으며 입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탐욕이 지배하는 승자독점의 구조를 합리화시켜 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비와 나눔은 개인과 인간사회의 구조와 그것들이 작동하는 

체계를 통찰하는 안목을 수반해야 합니다. 통찰하는 안목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교경전에서 수레의 두 

바퀴와 새의 양 날개로 비유되는 삶의 두 축으로 지혜와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세계의 실상을 어떻게 통찰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존재는 서로 말미암

아 생성되고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기법(緣起法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

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연기법의 기본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 채의 집은 그저 홀로 있어온 

집이 아닙니다. 터와 주춧돌과 기둥과 기와 등의 도움으로 집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인은 다

른 것과 별개로 독립되어 탄생되고 행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는 4만종의 생

물체의 도움으로 존재하고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있

다”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나비 효과’도 이에 부합할 것입니다. ’연기의 법칙은 바로 세상의 모든 존재

는 생태계라는 의미입니다. 연기의 생태계가 바로 인간과 자연 등의 모든 존재가 생성하고 유지하는 법

칙입니다. 이는 ‘사실의 판단’에 해당합니다. 사심과 편견없이 세상의 있는 ‘사실’을 판단해보니 그것

은 다름 아닌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은 것입니다. 이렇게 통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에 바탕한 나눔이 바로 자비입니다. ‘가치의 판단’에 해당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가치의 추구입니다. 사

실의 판단과 가치의 판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자 하면 나도 살 수 없고 인간만 살고자 하면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나와 인간이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웃과 자연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의 법칙에 의거한다면 자비와 나눔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도덕적 

책무가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협업하며 살아야 하는 ‘본래 그러함’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눔을 ‘다른 차원’과 ‘높은 차원’으로 생각과 실천의 장을 이동해야 합니다.

자비는 공감과 나눔이다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불교, 한국)

 

1.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ㅡ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석가모니는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우리

는 오래된 과거의 사람과 사건들에 대해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을 부여하고 동시에 막연한 동경과 

경외감과 신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역사 또한 당대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살

아가는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이념과 체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

으며 살아왔고 살아가는 인간세상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식이 충돌하면서 차별과 불

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자들은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고뇌하고 회의하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평등과 상생의 길이었

습니다. 왜 지혜와 자비를 삶의 나침반으로 제시하면서 평등하고 상생하는 길을 추구했을까요? 당대의 

현실이 승자독점의 차별이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싯다르타가 눈으로 절절하게 목격했던 당시 인도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종교사제를 중심으

로 한 브라만, 귀족과 무사들이 모인 크샤트리야, 노동자 농민의 바이샤, 노예로 부림 당하는 수드라로 

구성된 카스트제도는 신화와 이념으로 인간 개개인과 사회전반에 세뇌되고 하나의 문화로 공고하게 자

리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네 계급에도 끼지 못하고 소외된 불가촉천민이 있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계

급과 함께 인간을 불행에 빠뜨린 남녀차별도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출가구도하기 이전, 이십

구년 동안 싯다르타가 본 당대의 현실은 그야말로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구조화된 

계급과 양성의 차별은 곧바로 폭력과 착취가 정당화되었고 인권의 경시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싯다르타는 사회적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사회구조의 모순과 함께 싯다르타가 목격한 

인생의 고통은 개개인의 방종이었습니다. 무지, 그리고 맹목적이고 멈추지 못하는 이기적 탐욕으로 인

생을 헛되게 허비하는 개개인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싯다르타에게 당대의 현실은 한마디로 ‘고통과 불안’이었습니다. 그의 출가구도의 목적은 바로 고통으

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해탈과 열반은 인간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정신

세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개개인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잘못된 생각과 행위에서 비롯된 고

통과 불안을 초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통을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인간)가 오직 존귀하다.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을 없애고 그들을 안온하게 하리라” 싯다르타

의 탄생선언입니다. “ 그대들이여, 길을 떠나라 천상과 인간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진리를 설하라” 

깨달음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전법선언입니다. 고통과 불안을 소멸하고 행복과 안락을 위한 삶,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70 71

들보다 20년이나 길다고 합니다. 그 격차의 원인은 의료와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

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간의 기대수명은 차이가 적었고, 불평등한 지

역에 사는 사람들은 차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불평등 때문에 심적 억압이 심한 사람들은 육체의 면역

체계인 저항력까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빌려서 평등과 자존감이 진정한 

나눔의 대안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평등과 건강, 사회의 결속은 함께 갑니다. 실업률과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거기에는 실업률이 

증가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회적인 원인들이 꼭 있습니다. 특히 한 부모 가정 연구에 대해 말해주고 싶

은데요, 보통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발달이 좋지 않은 현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인 데서 나옵니다. 한 부모 가정이 더 가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사 결과 스웨

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네델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도 매우 높은 수준의 웰빙

을 누렸습니다. 국가가 자기 아이들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기 때문예요” <문명, 그 길을 

묻다>, 안희경.

모멸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이 단지 개인과 개인의 친절과 배려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고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정착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구조의 평등성 회복과 함께 개개인의 각성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불안한 고용과 불평등

한 사회구조가 주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가 생기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직

업과 연봉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에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많

은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하는 행위는 신성하고, 사람 그 자체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연봉, 비정규직, 작업환경 등의 온갖 근로조건 등은 직업과 직위 그것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의

식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극복하려는 집단적 노력과 함께 일상에서 사람이 사람

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의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은 자칫하면 내면화되기 쉬운 ‘갑’과 ‘을’의 관

념을 없애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언행을 고마움과 친절로 바꾸는 일이 

바로 울림을 주는 자비와 나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울림을 주는 자비와 나눔을 생각해봅니다. 그 방안으로 ‘무재칠시’(無

財七施)을 제시합니다. 무재칠시는 불교경전 <아함경>에 말하고 있는데, 물질과 돈이 없이도 사람에

게 위안과 힘을 줄 수  있는 나눔의 방법입니다. 마음과 말과 몸짓으로 나눌 수 있는 일곱 가지 나눔의 

실천입니다. 먼저 표정으로 나누는 일입니다(和顔施). 겸손하고 존중하는 얼굴을 말합니다. "성 안내

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한디 미묘한 향이로다” 표정없고 경멸하는 얼굴은 사람에

게 무안과 모멸감을 줍니다. 반대로 환한 웃음으로 대하고, 또는 진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얼굴은 

사람에게 큰 위안과 힘을 줍니다. 우리는 말로서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言施). “미안

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잘해도 서로 평화롭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3. 기부보다 공정이다.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을 살피는 지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자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에게 행하는 기부가 최소

한이 되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선과 기부가 부족해서 불안과 고통이 많은 것

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연기의 법칙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를 적

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가 없으면 그들에게 물질적 기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적어서 산이 청정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이것

이 없으므로) 쓰레기를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저것이 없다). 나눔에 대해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접근 같

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계입니다. 

 사람은 물질적 결핍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결핍이 주는 차별과 모멸감으로 자존감을 상

실하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의지와 노동으로 밥을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작

가 김훈은 ‘밥과 돈의 지엄함’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무시하는 현실 앞에 함

부로 노동의 신성함을 입에 담지 말라고 직설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숙자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

긴 밥 한 그릇을 주는 나눔은 필요합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정기적 기부

를 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숙자가 생기고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원인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면 선행을 한다

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개혁하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종북과 좌파

의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최소한의 기부가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

다. 자기의 힘으로 밥을 생산하게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기부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정과 평등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불안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맹자>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경

제적인 안정이 있어야만(恒産)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恒心)”. 자비와 나눔이 지향하

는 목적은 상생입니다. 상생의 바탕은 공정과 평등입니다. 종교계에서 실천하는 나눔이 지혜와 정의를 

동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자비와 나눔이 울림을 준다.
    -사회와 개인이 협업하는 자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人間)’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사람의 손을 잡지 않을 때 소외와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소외와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발

생하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면 극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건강이 나

빠지고 수명 또한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평등한 구조가 개개인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자존감은 

질병과 고통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사회역학 분야의 선구자 리처드 윌킨슨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기대수명마저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 시카고, 뉴욕에 사는 부자의 기대수명이 가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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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일도 중요합니다(心施). 마음의 보시는 다름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

음가짐과 마음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시(眼施)가 있습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눈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눈을 마주한다는 것

은 바로 평등과 존중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

다(身施). 현재 다양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신시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좌시(座施)가 있

습니다. 자리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암자를 지역사람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좌시의 

새로운 해석이고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쉼터’로 암자의 공간을 나누

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모임과 문화모임으로 장소를 개방하여 ‘깸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은 종교적 목적을 넘어 사회의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좌시의 실천입니다. 마지

막으로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나눔입니다(察施). 이상의 나눔의 공통점은 사람을 존

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큰 돈이 없어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나눔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불어 행복한 삶의 실현입니다. 행복한 삶은 마음

의 행복입니다. 마음에 행복한 감정이 충만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사람이 사람

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단순히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자비의 마음, 자

비의 실천은 자신의 정신적 성장과 성숙,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

교경전에서는 “마음이 곧 지옥을 만들고 극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멸시하고 오

만한 감정이 든다면 그 즉시 나는 오만하고 멸시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의 삶은 곧 행복한 삶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웃에게 평등한 마음과 존엄한 태도를 가진다면, 나는 곧 그런 사람이 되

고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행복하니 내가 행복하다는 이타자리(利他自利)의 이치가 이

러합니다. 

비움과 나눔이 곧 수행입니다. 공감과 나눔이 곧 사람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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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이 있는 나눔이란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이를 반증해 줍니다. 그렇게 현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 대립과 무한경쟁, 삶의 

양극화, 소외와 차별, 기본 생존권의 취약함 속에서 빼앗기고 허물어져가는 이들의 몰락과 죽음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이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어둠속 그늘

진 곳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괴로워했던 그 참담하고 아픈 마음에 함께 하지 못했음을 통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빈

곤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회제도나 시스템을 넘어 우리 안의 건강한 공동체적 관계망의 확충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상

생의 공동체적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구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울림이 있는 나눔이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시혜적 차원의 나눔은 나눔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울림이 있는 나눔이란 지금 이곳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즉각 

공감하고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향기는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본래 하나였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의 처지를 함께 되돌아보고, 함께 위로하며, 삶과 인격을 온전히 나누는 일

이야 말로 감동과 울림을 주는 나눔임에 틀림없습니다. 

What is Eloquent Sharing?

The communities of living together and sharing are collapsing due to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suicides 

of a mother and her daughters at Songpa in 2014 can also be linked to these trends. Current issues 

like mammonism, antagonism and ultimate challenge, polarization of living standards,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lack of living rights, have already been announced. We should not let our neighborhoods die. 

We should reflect on ourselves and how we could have assisted with the excluded neighbors’ frustration 

and illness which led to deaths. Of course, social systems should be changed, but I want to emphasize more 

that we should expand the relationships of safe and healthy communities around us, and realize a sharing 

community of harmony with poor and excluded neighbors. 

When I say eloquent sharing, it means that there should not be a separation between the giver and the 

receiver. Some want satisfaction just for themselves through sharing of dispensation. But, I want to say that 

we should share by sympathizing with the pain of neighbors and share together. Through this sharing, we 

can realize that we are not different.

Through eloquent sharing, we can re�ect on our neighbors’ living situations, comfort each other, and share 

our lives and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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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바로 IMF, 즉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그러다가 가정이 파탄 나고, 절망적

인 삶 속에서 알코올에 의존하고, 결국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

시 춘천에도 체육관 입구라든가, 다리 밑, 역 근처에 노숙자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상담일을 하

면서 처음에는 진정 이분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지며 섬기며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

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점점 일도 많아지고, 늘 알코올에 찌들어 있고, 싸움

만 일삼는 이들을 보며 이 일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이 올라오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잖게 생긴 어떤 노숙자 노인분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례적으로 이분에게 왜 이혼을 했느

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의 양육 문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노숙인 생활을 할 것인지, 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빈칸 채우듯 묻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 질문이 다 끝나고 나자 이분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 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경찰서에서 취조당한 

기분이었다고 하시며 아무리 노숙자라도 우리들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마치 발가

벗긴 기분이었다.’ 고 하십니다. 그나마 우리 센터가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곳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에 

겨우 참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되

었지요. 즉 제가 진정 이분들을 한 형제자매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분리시키고 결국 시혜적 차원

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반성이자 죄책감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쉼터 일을 할 당시 미국에서 노숙자 쉼터 일을 하셨던 어느 신

부님의 일화가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늘 지극정성으로 노숙인 들을 돌보던 어느 신부님이 계셨는데 

문제는 일 년에 한 달 정도는 늘 잠적하셨다고 합니다. 워낙 노숙자 지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방송이

나 언론사에서도 신부님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기자가 한 달 동안 잠적하는 신부님을 결

국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어느 노숙자의 제보로 신부님을 찾아가 보았더니 뜻밖에도 다리 밑 천막에서 

노숙자 분들과 함께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함께 노숙하고 계시던 신부님을 찾아낸 기자가 이렇게 묻습

니다. “신부님은 이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왜 이곳에서 노숙자가 되었느냐, 신

부님도 직장을 잃었느냐” 고 빈정거렸습니다. 잠시 침묵 뒤에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이분들의 가장 비천하고 굴종적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입니

다... 나는 단지 지원자로 남고 싶지 않소이다.” 지면으로나마 저를 깊이 각성하게 해준 고마운 만남 이

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간다는 것은 

이들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시혜적 차원의 접근과 태도로서는 결코 온전한 사랑

과 평화의 공동체, 울림이 있는 나눔을 결코 일구어 갈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3. 나눔은 지금 여기에서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는 것이다

  2002년도에 저는 춘천에서 포천나눔의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포천시는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이 

전체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이주노

동자 실무 일을 맡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러시아 이주노동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

다. 부인과 함께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샤샤 라는 러시아 이주노동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느날 자기 부

인과 친구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던 중 한국인 2명이 부인의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하는 것을 샤샤가 

울림이 있는 나눔이란 

오상운 (대한성공회/신부,한국)

1. 들어가며

  저는 성공회 노원나눔의집에서 사목하는 오상운 신부입니다. 저희 나눔의집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하

는데 이렇게 ‘감동과 울림이 있는 나눔’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먼저 고마움

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나눔의 향기’ 라는 주제를 통하여 지금 우리 나눔의집에게도 진정한 나눔

이 무엇인지, 나아가 진정한 나눔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나

눔의집이 처음 꿈꾸어 왔던 가난한 사람들의 진정한 벗과 이웃으로, 우리들 삶과 인격을 온전히 나누며 

살아왔는지 성찰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동과 울림이 있는 나눔’ 에 대해 고민하다가 역설적으로 저는 2년 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떠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발생했던 이 사건은 생계를 근근이 꾸려오다가 그나마 힘들게 되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

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남긴 메모는 많은 사람의 가슴을 메이게 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마음

을 엿보아서인지 더욱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참으로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장치

의 보완을 이야기 했습니다. 즉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이러한 비극이 반

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의문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의 문제가 보완된다면 문

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빈곤의 문제를 국가와 제도에게 맡기고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으려는 이기적 바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개

선하면서 보다 구조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제로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눔의집 활동을 하면서 보다 절실히 

느낀 점입니다. 그것은 빈곤문제 해결의 주체는 사회제도나 시스템을 넘어 무엇보다도 우리 안의 건강

한 공동체적 관계망의 확충이며, 더불어 나누며 돕고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적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구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설레며 나누었던 삶과 활동 중에서 제 마음 속에 깊은 감동이 있

었던 몇 가지 사례를 ‘울림이 있는 나눔’ 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2. 나눔은 시혜와 분리가 아니다

 1998년부터 2000년도에 저는 춘천나눔의집에서 노숙자 상담센터의 실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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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태일의 수기에서, 『전태일 평전』, 33쪽.)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는 밥 먹듯이 철야작업을 하느라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이면 꾸벅꾸벅 

졸고, 일은 해야 하는데 점심까지 쫄쫄 굶고 있는 어린 시다들에게 버스값 30원을 털어서 1원짜리 풀

빵을 30개 사주고 청계천 6가부터 도봉산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3, 4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태일 열사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시다들에게 ‘나인 너여’ 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 죽어도 나인 너 안에 내가 

살아 있다” 고 절절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가슴에 그리움처럼 살아있기 위하여 생생하게 오늘을 

살고 기꺼이 내일을 네게 주었다” 고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나를 주고 네 안에 

영원히 살기 위하여. 아니, 우린 처음부터 하나였음” 을 가슴으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

였다는 고백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한 ‘나인 너’ 라는 말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나와 네가 따로 존재

하지 않는 일치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나눔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구별이 사라진 일치와 

통합의 상태입니다.

5. 통합적인 공동체적 나눔의 삶을 향하여

  성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오 18장 12절) 

당연히 복지적인 관점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아흔아홉 마리 양은 사회 경제적

으로 안정적인 부류를 의미하고, 한 마리의 양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지지가 별반 없는 부류

를 의미하기에 우리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자활, 자립시켜서 아흔아홉 마리 양 대오에 합류시키면 된다

는 해석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타당한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남아서 좀 더 성

찰해 보니 저도 모르게 같은 무리였던 이들 아흔아홉 마리와 한 마리 양을 분리시켰습니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한 마리 양만을 떼어놓고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해주면 된다는 식의 분리적이고, 시혜적인 태

도입니다. 아흔아홉 마리는 정상적이고, 나머지 한 마리만 문제라는 단절과 분리의 시각 자체가 잘못되

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보다 통합적으로, 공동체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 백 

마리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이 통합적이고 온전한 공동체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며 이제 문제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온전함과 일체감을 상실한 백 마리라는 전체 공동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모습은 어쩌면 전체 공동체내의 분열과 상처, 아픔과 소외라는 힘겨운 현실을 드러내는 

징표가 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성서구절을 묵상해 보는 것은 오늘 ‘울림이 있는 나눔의 향기’ 란 어떠해야 하는지 이

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인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1명의 한국인이 샤샤의 머리에 병을 

내리친 사건입니다. 샤샤는 전치 2주의 상처로 치료받았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도되었고 화성에 있는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샤샤는 2

달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출입국 자진등록도 마친 상태였지만 부인을 남겨두고 추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금으로 한국인은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반면에, 샤샤는 부인에게 가해진 성희

롱과, 폭력과,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홀로 출국당해야 애통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출국당하기 전에 샤샤를 석방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우선 전국단위인 외국인이주노동

자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언론과 방송사에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폭력, 인권문제에 대

해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급기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

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샤샤를 석방시켜야 할 것을 권고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로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것도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던 결과였습니다. 결국 화

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샤샤는 풀려났습니다. 당시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사

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샤샤 부인을 대동하고 화성 외국인 보호소로 

향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부부는 다시 만났고 포옹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나눔은 지금 아픔이 있는 곳, 지금 고통으로 울부짖는 곳에 즉시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공감은 나눔의 기본 전제입니다. 

4. 나눔은 우리가 본래 하나였음을 상기시켜준다. 

  나눔의집 이라는 이름이 참 좋지요. 나눔의집 이름이 만들어진 유래는 이렇습니다. 

1986년 당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가난한 이들의 벗이자 주민으로 살고자 했던 신부님과, 신학생, 

청년들은 처음부터 함께 미사와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미사를 드리던 어느 날 성찬의 

전례 시간에 신부님이 면병을 높이 들고서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라는 말씀

을 마치고 나서 이를 쪼갤 때 나는 ‘딱’ 소리를 듣던 어느 신학생 한 명이 그 소리와 동시에 자신의 등짝

에도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온 몸과 인격을 

나누는 것에 우리들도 함께 나누고 일치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나, 가난한 사

람들, 이웃들과 한 형제자매로 일치하는 것의 상징으로 나눔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논의 끝에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서 ‘나눔의집’ 이라는 이름을 쓰

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적 삶과 나눔을 가장 온전히 실천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야 당연히 예수님을 추천하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꼽아 본다면 저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전에 전태일 평전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전태일이 ‘노동자들의 아버지’라 불리게 됐는지 체

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글 중에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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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림이 있는 나눔이란 본래 하나였던 양 백 마리의 온전하고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흔아홉 마리의 양만 무사하면 된다는 시각이나 한 마리의 양만 잘 보살피면 된다

는 분리적, 시혜적 태도는 ‘울림 있는 나눔’ 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아가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지금 이곳에서 헤매고, 아파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즉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것은 본래 백 마리라는 온전한 공동체, 온

전한 형제자매의 관계에 문제와 균열이 생겼음을 직시할 수 있기에 본래 우리가 하나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모녀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이를 반증해 줍니다. 그렇게 현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 대립과 무한경쟁, 삶의 양극화, 소외와 차별, 기본 생존권의 취약함 속에서 빼앗기고 허물어

져가는 이들의 몰락과 죽음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이 죽

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가난과 소외와 차별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안전망과 빈

곤의 사각지대를 없애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어둠속 그늘진 곳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괴로워했던 그 참담하고 아픈 

마음에 함께 하지 못했음을 통회해야 합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이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빚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의 처지를 함께 되돌아보고, 

함께 위로하며, 삶과 인격을 온전히 나누는 일이야 말로 최고의 나눔이자 최고의 울림입니다.  고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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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가문소설(家門小說) 속의 가정 공동체

크세니아 치조바 (호주국립대학교/한국문학, 러시아)

작품명: <완월회맹연 玩月會盟宴> , <현씨양웅쌍린기 玄氏兩雄雙麟記>

           <명주기봉 明珠奇逢>, <명주옥연기합록 明珠玉緣奇合錄>

1. 가문소설의 역사와 특징

        • 한글 필사본 (목판/활자본/한문본 없음)

        • 17세기 후반-20세기초 유통

        • 상층여성 독자

        • 조선 문화 속의 높은 지위

2. 가문소설 속의 가문

        • 문과 양반

        • 2-3세대의 일생이야기

        • 부계(父系) 형식

        • 중심 가문과 주변 가문들과의 관계

        • 큰 가정 속의 일상 생활

        • <원문 예문>

3. 첩(妾)/서모(庶母)와 가정을 나누기

        • 첩과 처의 대조

        • 첩(妾)-욕망, 욕심

        • 처(妻)-윤리적인 인품

        • 첩에 대한 조롱, 또는 가련함

        • 한가정의 구성원으로써 첩

        • <원문예문>

4. 가정속의 악인(惡人)

        • 중심가문과 다른 가문 자식 사이에 결혼 

           맹세

        • 소인형의 등장인물에 맹세를 지키지 못함

        • 옹서(翁壻) 갈등

        • 악인형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

        • <원문 예문>

5. 울림이 없는 나눔: 가문 소설로 통해 본 

    나눔의 의식

        • 큰 가정의 구성원의 다양화

        • 도덕적인 가문 속의 비도덕적인 구성원의

           인식

        • 비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층하(層下)

        • 인품 수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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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2015~2016: 호주 국립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 2016~현재: 프린스턴 대학 한국문학부 조교수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2015-16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 2016-  Princeton Universtiy, Assistant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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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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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ia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직책
Current Position

교수
Professor

학력 
Education

사회학 박사
Ph.D. in Sociology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발전사회학
Sociology of Development 

류  석  춘

LEW, Seok Choon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연세대학교 교수 및 이승만연구원장. 
· 영국 옥스포드 대학, 일본 도시사(동지사)대학, 필리핀국립대학, 호주국립대학, 
  미국 UC San Diego 교환교수

주요출판물 ·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al Path: Confucian Tradition, Affective Network    
  (Palgrave, 2013)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Sociology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Director of the Syngman Rhee Institute 
· Exchange professor at Oxford University (UK), Doshisha University (Japan),
   University of Philippines (Philippin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 UC San Diego (US)

Publications ·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al Path: Confucian Tradition, Affective Network  
  (Palgrave, 2013)

좌장

Chair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한국)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Sociology, Korea)

패널 발표

Panel

선성혜 &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한국) 
한국과 일본의 가족 간 나눔의 차이: 사적이전, 공적복지, 상속제도

SUN, Sung Hae &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Sociology, Korea)
Difference of Sharing Cultur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Private 
Transfer, Public Welfare, and the Inheritance System

김찬호 (성공회대학교/사회학, 한국) 
교육, 경쟁의 장에서 나눔을 익히는 장으로

KIM, Chan Ho (Sungkonghoe University/Sociology, Korea)
Education Transforms from a Competitive Arena into an Academy for Sharing

양용희 (호서대학교·엔씨스콤 대표/사회복지, 한국)
사회, 나눔 공동체로 가는 길

YANG, Yong Hee (Hoseo University/Social Welfare, Korea)
Society - A Path to Reach a Sharing Community

강지원 (나눔플러스 총재/변호사, 한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적 지원

KANG, Ji Won (President of Nanum Plus/Lawyer, Korea)
Legal Support to Spread Sharing Culture

세션3  |  SESSION III.

나눔과 제도 – '무엇이 울림 있는 나눔을 뒷받침 하는가'
Sharing and Institutions – ‘What Supports Resonant Sharing?’

5월 28일, 13:00 - 15:30  |  국제회의장 (1층)
13:00 - 15:30, May 28  |  1F, Conferen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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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금(皆年金) 제도가 도입되어, 2015 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모든 사람이 공적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가족 간 다시 말해 부모/자식 간 활발한 사적이전이 존재하게 되었다

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만약 이 해석이 맞는다면 보편적인 복지가 도입되기 이전의 일본에서 가족 간 혹은 부모/자식 간 사적

이전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1961 년 개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인 1951 년부터 1955 년

까지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월수입 내역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사회보장급여금’즉 국가복지 항목의 구성비가 매

우 낮은 동시에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생활비 송금’항목의 비중 또한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간 혹은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의 활성화 여부가 반드시 경제발전 나아가서 그에 따른 국가의 복지체계 성숙 

수준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일본에서 부모/자식 간 경제적 자원의 교환이 빈번하지 않은 현상은 1950년대

부터 오늘날까지 국가복지의 수준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궁극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의 부양문화는 장자우대불균등분할상속제도

(長子優待不均等分割相続制度)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자우대라는 남성 중심의 차별적 원

칙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독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장남 외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상속을 받을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부모의 생계와 부양에 대한 의무도 부과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규범의 유지 및 계승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족 구성원 간의 빈번한 교류와 통합을 떠받치며 자식들 간에 부모를 지원하는 연결망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전통적 상속제도는 직계가족의 장자(혹은 일자)가 이에(家)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모든 재산

을 물려받는 방식이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재산 상속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의 의무와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의 유지에 매개되어 있는 모든 책임을 상속자가 진다는 의미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역할의 체계’에 대한 계승이 현대

의 가족규범이나 가치체계에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식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담

당한다. 사적이전소득의 지원이 활발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부모와 한 자식이라는 수직적이고 한정된 연결망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의 차이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족에 대한 문화

적 규범의 차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a있는 상속제도의 차이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가족제도는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도를 기반으로 한 직계가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가족구조와 가족문화, 특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세대 간에 부(富)를 나누는 방식을 규정하는 상속제도는 두 국가의 부모

와 자녀 간 나눔의 모습을 구분 짓는 궁극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복지의 성숙이라는 매개변수는 이 과정에서 주

목할 만한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Difference in Sharing Among Family Members between Korea 
and Japan: Private Income Transfer, Public Welfare, 

and Inheritance System

ABSTRACT

SUN, Sung Hae (Ph.D course, Sociology, Yonsei University) & LEW, Seok Choo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In an attempt to grasp the reality of sharing i.e. welfare in Korea, this research looked into formats in 

which sharing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take place going beyond the formal institutions run by the 

state or the market. Sharing between family members is the most basic form of welfare in the private domain 

which is based on the community. The private income transfer which is an exchange of economic resources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represents the primary value of a society no matter where it is located. 

국적

Nationality
한국

Republic of Korea

소속 
Af�liation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Sociology

직책

Current Position
박사과정

Ph.D. Candidate

학력 
Education

석사

M.A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사회복지, 사회자본, 가족 연구

social welfare, social capital, family

선  성  혜

SUN, Sung Hae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2013.02-~2014.02.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 교환연구원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Feb 2013 – Feb 2014: Visiting Researcher of School at International Liberal Studies
  at Waseda University 

한국과 일본의 가족 간 나눔의 차이: 사적이전, 공적복지, 상속제도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나눔 즉 복지의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국가’와‘시장’이라는 공식 제도의 영역을 넘어 사적 영역 

즉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 가운데 일차집단인‘가족’그 중에서도 특히‘부모와 자식’간의 나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

다. 부모/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교환 즉 사적이전소득 (private income transfer) 은 어느 사회건 그 사회

의 가장 원초적 가치가 내장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관한 계량적 분석 결과는 두 국가의 부모/자식 간 나눔의 현실이 유교문화권의 남성직계가족이라는 동일

한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부모/자식 간 사

적이전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반면 한국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에서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

의 양상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각각의 나라에서 사적이전

소득이 실제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한국과 일본의 가구소득 구성에 관한 분석은‘사적이전소득’이 왜 한국에서는 활상화 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한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름 아닌 ‘사회보험’ 즉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수준에서 일본

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가족복지 현상이 한국에서 활발한 이유는 아직 국가복지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효과 때문으로, 국가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

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아닌 게 아니라 두 나라의 복지제도는 약 한 세대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단계에 도달해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최근 즉 1988 년부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5 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가

운데 절반 이상이 공적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미 1961 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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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nd subsequent inheritance system. Both Korea and Japan have traditional patriarchical system. 

However, the family structure, family culture and the inheritance system that determine the scheme of 

transferring wealth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differed between the two resulting in the different 

pattern of sharing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It is also confirmed that another parameter, the 

maturity of the state welfare system, has not wielded any remarkable in�uence on such a process of creating 

a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Quantitative analysis of such sharing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in Korea and Japan clearly indicates 

that the practice is very differ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the fact that both share the same cultural 

tradition of a patriarchical society with the strong confucian tradition. In a nutshell, such a practice of private 

income transfer is not active in Japan while it is quite widespread in Korea. Then what must be the reason 

behind such a difference? In an attempt to �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e tried to identify how much 

weight or importance of the private income transfer practice carries in each country.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the household income in Korea and Japan provides us a very important 

clue as to why the private income transfer is highly activated in Korea while it is not in Japan. First, there is a 

theory that the difference came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details, the welfare service provided by 

the state is much advanced in Japan compared to that of Korea so there was little need for such a practice in 

Japanese community. Such a view believes that family welfare system has been active in Korea because the 

welfare by the state has not been mature yet. Families not protected by the state welfare had no other means 

but to rely on their family members in order to support themselves. 

     It is true that there is a gap of about one generation when it comes to the welfare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introduced the national pension system quite recently in 1988, which explains why as 

of 2015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aged 65 or over is not covered by the public welfare. In contrast, Japan 

introduced the general pension system covering the entire population in 1961 so as of 2015 almost all the 

people aged 65 or over is covered by the public welfare. So this theory explains that lack of the public welfare 

system led to widespread private income transfer taking place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in Korea.  

    However, is that so? If such interpretation is correct, there should have been private income transfer in 

Japan before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was introduced. So the data on the average annual and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s consisting of two people or more and led by wage earner for the period from 1951 

to 1955, which is well before 1961 when Japan introduced the general pensions system, were assessed to 

reveal that the social welfare bene�t, which is state welfare account, represents a very small proportion out of 

the total and the transmission of living expenses was also very minimal. This implies that the status of active 

private income transfer is not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maturity of the welfare system of a state. Regardless 

of the state welfare maturity, there has been no frequent exchange of economic resources taking place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in Japan throughout the whole period since 1950's till today.

    Then what is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ce of the two countries? One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Korea has an inheritance system through which the wealth of the parents is inherited to their offspring 

with the largest proportion going to the eldest son but the rest of the sibling also gets smaller proportions. 

As such the patriarchic system in Korea allows the eldest son to get the largest proportion but still the rest of 

the sibling also gets smaller proportions meaning that they inherit the duty to support their parents as well. 

Such moral norms and traditional inheritance system led to the frequent exchange among family members 

activating the sibling network that support their parents together.   

     In contrast, Japan has a traditional inheritance system that endows all the properties of parents to their 

eldest or single son in an attempt to maintain the permanency of the family. Being an heir means that 

he succeeds not only the parents' properties but also all the responsibilities that come along with it. Such 

tradition of succession in the family still exists in the family norms and value system in Japan. This means that 

parents in their old age are supported by only one single child of theirs. The lack of active private income 

transfer in Japan has resulted from the limited and vertical line of connection shaped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difference in the private income transfer pract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Japan arises from the difference in cultural family norms shaped along the long history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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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부모/자식 간의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 조사한 한국노동패널 15차 데이터이고 (KLIPS: Korea Labor 

Institute Panel Survey), 일본은 게이오대학이 2012년 조사한 일본가계패널조사 (JHPS: Japan 

Household Panel Survey) 이다. 이 두 자료는 모두 전

두 나라의 부모/자식 간의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 조사한 한국노동패널 15차 데이터이고 (KLIPS: Korea Labor 

Institute Panel Survey), 일본은 게이오대학이 2012년 조사한 일본가계패널조사 (JHPS: Japan 

Household Panel Survey) 이다. 이 두 자료는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본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의 2012년 샘플은 7,262 가구이고, 일본의 2012년 샘플은 2,821 명이다. 이 두 

자료로부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성 가구주’응답자를 분리시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나라 모두 가족제도의 기초가 ‘부계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남성 가구주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선택한다. 다음, 부모와 자식 간에 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주의 양식이 부모와의 별거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또한 그러한 거주의 양식을 갖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최소한 30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모두 최근 가족관계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남성 응답자 본인의 부모는 물론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와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원자료로부터 연구의 분석대상을 분리하는 과정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분석 대상 표본의 구성

KLIPS (한국, 조사단위: 가구) JHPS (일본, 조사단위: 개인)

전체 샘플 수 7,262 2,821

가구주 6,753 1,514

가구주 & 남성 5,185 1,163

가구주 & 남성 & 30세 이상 5,162 1,124

가주구 & 남성 & 30 세 이상     & 
배우자 있음       

4,397   969

가주구 & 남성 & 30 세 이상     & 
배우자 있음 & 부모비동거

가주구 & 남성 & 30 세 이상     & 
배우자 있음 & 부모비동거

남성응답자 
부모의 지원 여부

남성응답자 배우자     
부모의 지원 여부

남성응답자 
부모의 지원 

여부

남성응답자 배우자    부모의 
지원 여부

2,227 2,566 823 823

한국과 일본의 가족 간 나눔의 차이: 
사적이전, 공적복지, 상속제도

선성혜 &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한국)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부조 즉 나눔은 

누구에게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이 조건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아닌 타자와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적 공간인 가족 간에도 물론 해당된다. 가족 간의 나눔 즉 가족 복지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복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만약 한 사회의 복지체계를 논의하면서 가족 

간의 나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논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나눔 즉 복지의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국가’와‘시장’이라는 공식 제도의 영역을 

넘어 사적 영역 즉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 가운데 일차집단인‘가족’그 중에서도 특히‘부모와 

자식’간의 나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1 부모/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교환 즉 

사적이전소득 (private transfer incomes)2 은 어느 사회건 그 사회의 가장 원초적 가치가 내장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에 행해지는 나눔은 사적 복지의 가장 본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한국과 일본은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일차적 관계가 복지의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맥락에서 같은 범주의 ‘동아시아’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Goodman and Peng, 1996). 그러나 

같은 유교 전통을 공유한 동아시아 국가라 하더라도 가족 간의 나눔 문화 즉 가족 복지는 그 국가의 

공적복지 수준이나 상속제도의 차이 등에 영향을 받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족 복지가 

결과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과 메카니즘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 유사한 가족주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한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두 나라에서 평소 부모와 자식 간에 상호지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해 계량적인 방법으로 확인한다. 다음, 

그러한 자원의 교환이 어떤 동기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충적인 방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3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자식 간의 나눔이 베풀어지는 원리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한다. 

1.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을 ‘국가’ ‘시장’ ‘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접근하는 전통은 폴라니(Polayni, 1957) 로부터 비롯된다.
2.  ‘사적이전소득’은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나 자녀, 친척·친지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받는 돈으로 정의된다. 비주기적으로 

주어지는 증여나 상속은 사적이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성재민, 2006). 
3.  면접조사 대상자는 한국, 일본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60대 남녀, 각 국가 1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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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양상과 방향

(단위: 가구, 만원)
남성 응답자의 부모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전체 N (%) 2,227 (100.0 %) 2,566 (100.0 %)

빈도

없음 N (%) 1,710 (77 %)   386 (17 %) 1,998 (78 %)   531 (21 %)

있음 N (%)   517 (23 %) 1,841 (83 %)   568 (22 %) 2,035 (79 %)

지원평균금액   346 만원 175 만원 187 만원 103 만원

빈도에 따른
 지원의 방향

자식 ⇨ 부모 (3.6 배) 자식  ⇨ 부모 (3.6 배)

금액에 따른 
지원의 방향

부모 ⇨ 자식 (2.0 배) 부모  ⇨ 자식 (1.8 배)

한국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친가와 처가를 가리지 않고 

사적이전소득의 빈도는‘부모->자식’보다‘자식->부모’방향이 절대적으로 많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금액은‘자식->부모’보다‘부모->자식’방향이 크다. 즉 자식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을 자주 부모에게 

지원하는 반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가끔 자식에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식에게 지원하는 

빈도는 친가 부모보다 처가 부모가 약간 많으나, 지원의 금액은 처가 부모보다 친가 부모가 두 배 정도 

많다. 그러므로 남성 응답자의 부모 즉 친가 부모가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 즉 처가 부모 보다 지원의 

제공 및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지금도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부모/자식 간의 나눔이 우세한 모습이다. 

일본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된 가구 전체에서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의 비중은 친가·처가 모두 90 % 중반 대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친가 95 % 그리고 처가 93 %). 그리고 부모에게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빈도 

역시 매우 높아 친가 및 처가 각각 전체의 95 % 수준을 상회한다 (친가 95 % 그리고 처가 96 %). 

이 수치를 한국과 비교하면 부모/자식 간의 사적이전에 관해서 두 나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자식이 친가건 처가건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서는 자식도 친가건 처가건 거의 부모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절대 

다수의 자식이 비록 액수는 작다고 하더라도 친가 및 처가 부모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일본은 친가 부모이건 처가 부모이건 자식이 부모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두 조사 모두 남성 응답자 및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를 분리하여 각각 주고받은 사적이전소득을 

조사하고 있다.4 그러나 두 자료에서 부모/자식 간의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하는 설문의 내용은 다소 

상이하다. 한국은 사적이전소득 금액을 ‘현금’과 ‘현물’로 나눈 반면, 일본은 이를 뭉뚱그려 ‘경제적 

원조’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금과 현물을 합한 금액을 그리고 일본은 경제적 

원조 금액을 각각 사적이전소득의 총액으로 간주한다. 

한국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된 가구 전체에서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의 비중은 친가·처가 모두 70 % 대 후반이다 (친가의 경우 77 % 

그리고 처가의 경우 78 %). 그리고 부모에게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빈도는 친가·처가 

모두 20 % 내외의 수준이다 (친가 17 % 그리고 처가 21 %). 그러므로 한국은 친가 혹은 처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부모가 자식에게 지원하는 빈도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지원하는 빈도가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친가의 경우 ‘부모->자식’방향의 빈도가 517 인데 반해‘자식->부모’방향의 빈도는 

1,841 로, 약 3.6 배의 차이가 난다. 처가의 경우 역시‘부모->자식’방향의 빈도는 568 인데 반해 

‘자식->부모’방향의 빈도는 2,035 로 역시 약 3.6 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지원의 금액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지원 금액은 친가와 처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자식->부모’방향보다‘부모->자식’방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친가의 경우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내려가는 평균 금액은 346만 원으로 자식으로부터 부모로 올라가는 평균 금액인 175만 

원보다 약 2.0 배 많다. 처가의 경우 또한 내려가는 금액 평균 187 만원이 올라가는 금액 평균 103 

만원보다 약 1.8 배 많다. 

4.  두 나라의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설문문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KLIPS
(한국)

- 가구주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중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 이상 따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셨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 작년 한 해 동안 가구주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작년 한 해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경제적 도움은 얼마나 되십니까?
       ∎ 현금___만원 ∎현물___만원

     - 작년 한 해 동안 가구주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작년 한 해 동안 부모님께 드렸던 경제적 도움은 얼마나 되십니까?
   ∎ 현금___만원, ∎현물___만원

JHPS
(일본)

- 당신은 작년 당신의 부모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원조를 했습니까?
(* 응답자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조사)
  ∎ 작년에는 ___만엔/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았음 ( )
- 당신은 작년에 당신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원조를 받았습니까?
  ∎ 작년에는 ___만엔/ 경제적 원조를 받지 않았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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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일본은 전체적으로 보아 자식과 부모 간의 사적이전소득의 지원이 거의 없고, 있는 경우 그 

지원의 방향과 금액이 한국과 비교하여 세대 간에 상대적으로 대등한 모습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친가와 처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일본은 오늘날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부모/자식 간의 나눔의 모습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한국과 일본에 관한 계량적 분석 결과는 두 국가의 부모/자식 간 나눔의 현실이 유교문화권의 

남성직계가족이라는 동일한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반면 한국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에서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의 양상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각각의 나라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실제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다행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두 나라의 데이터는 모두 한 해 동안 발생한 응답자 가구의 각종 소득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표 1>의 분석 대상 분리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부모와의 별거’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가구소득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부모의 거주형태를 각주 4번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구주와 배우자라는 같은 가구의 부부를 구분하여 조사한 사적이전소득과 달리, 가구소득은 

가구구성원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가구단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활용될 자료는 <표 1>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열인 “가주구 & 남성 & 30 세 이상 & 배우자 있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으로 구성된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분석 대상은 한국이 N = 4,397 그리고 

일본이 N = 969 이다. 

두 자료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가구소득에 관한 질문의 구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이를 다시 크게 3 종류의 소득으로 재분류한다. 즉 소득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라 

‘시장’과‘국가’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소득의 출처를 나눈다.‘시장 영역’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그리고 부동산소득 등 가구 구성원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한 결과로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국가 영역’에서의 소득은 가구 구성원이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소득이다. 즉 국가의 복지제도에 따라 가구 구성원이 받은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영역’은 

친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로부터 제공받는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다.5) 부모/자식 간 주고받은 경제적 

지원은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된다. 

5.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의 정의는 증여나 상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자료 JHPS 2012 는 가구소득의 사적이전 범주에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증여와 상속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자료 KLIPS 2012 의 사적이전소득도 이에 맞추어 증여 및 상속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KLIPS 조사의 이전소득 내역에는 JHPS에서 세부적으로 질문되어 있지 않은 조의금, 축의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소득의 개념적 특성상 이들도 함께 ‘사적이전소득’에 포함시켰다. 

<표 3> 일본의 사적이전소득 지원 양상과 방향

     (단위: 명, 만엔)     
남성 응답자의 부모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전체 N (%) 823 (100.0 %) 823 (100.0 %)

빈도

없음 N (%) 778 (94.5%) 785 (95.4%) 766 (93.1 %) 792 (96.2 %)

있음 N (%) 45 (5.5 %) 38 (4.6 %) 57 (6.9 %) 31 (3.8 %)

지원평균금액  52 만엔 46 만엔 45 만엔 32 만엔

빈도에 따른      지원의 방향 자식 ≒ 부모 (0.8 배) 자식 ≒ 부모 (0.5 배)

금액에 따른 
지원의 방향

부모  ≒ 자식 (1.1 배) 부모 ≒ 자식 (1.4 배)

그러나 예외적이긴 하지만 일본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한다. 그러한 

지원의 빈도를 살펴보면 친가 혹은 처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부모가 자식에게 지원하는 빈도가 자식이 

부모에게 지원하는 빈도보다 다소 많다. 친가의 경우 ‘부모->자식’방향의 빈도가 45 인데 반해‘자식-

>부모’방향의 빈도는 38 로,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구하면 약 0.8 에 불과하다 (한국은 3.6). 

처가의 경우 역시‘부모->자식’방향의 빈도는 57 인데 반해‘자식->부모’방향의 빈도는 31 로,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구하면 약 0.5 에 불과하다 (한국은 3.6). 

그러므로 앞서도 지적했지만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빈도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다. 한국은 친가 혹은 처가를 가리지 않고 자식으로부터 부모에게 가는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일본은 친가 혹은 처가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가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의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과 비슷한 경향이 존재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적이전소득 금액은 친가와 처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자식->부모’방향보다‘부모->자식’방향의 

경우가 다소 크기 때문이다. 친가의 경우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내려가는 금액은 52만 엔으로 

자식으로부터 부모로 올라가는 금액인 46만 엔보다 약 1.1 배 많다. 처가의 경우 또한 내려가는 금액 

45만 엔이 올라가는 금액 32만 엔보다 약 1.4 배 많다. 

일본의 경우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친가와 처가를 가리지 않고 부모/자식 간에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굳이‘부모->자식’방향의 빈도와‘자식->부모’방향의 빈도를 따져보면 한국과는 반대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가는  빈도가  다소  많다 .  한편  사적이전소득의  금액을  따져보면  한국과  같이‘자식-

>부모’방향보다‘부모->자식’방향이 크다. 그러나 그 금액의 상대적 크기는 서로 엇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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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가구소득 구성에 관한 분석은‘사적이전소득’이 왜 한국에서는 활상화 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한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름 아닌 ‘사회보험’ 즉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수준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족복지 

현상이 한국에서 활발한 이유는 아직 국가복지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효과 때문으로, 국가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아닌 게 아니라 두 나라의 복지제도는 약 한 세대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단계에 도달해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최근 즉 1988 년부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5 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적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2014). 반면에 일본은 이미 1961 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연금(皆年金) 

제도가 도입되어, 2015 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모든 사람이 공적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厚生労労省, 2014). 그렇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가족 간 다시 말해 

부모/자식 간 활발한 사적이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김태성 외, 2004: 131-133; 신윤창, 

2001: 95).

그러나 과연 그럴까? 만약 이 해석이 맞는다면 보편적인 복지가 도입되기 이전의 일본에서도 가족 

간 혹은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표 5>는 일본이 

1961 년 개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인 1951 년부터 1955 년까지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월수입 내역을 정리한 결과이다. 이 표는 기대한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사회보장급여금’즉 국가복지 

항목의 구성비가 매우 낮은 사실을 잘 보여 준다 (1951년 0.6 % 부터 1955년 1.1 % 까지). 그러나 

동시에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생활비 송금’항목의 비중 또한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사실도 

분명히 보여준다 (1951 년 및 1952 년 2.3 %, 나머지 3 년 0.5 % 내외). 

한편 실수입 세부 내역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구성비는 이 5 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이 표는 가족 간 혹은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의 활성화 여부가 반드시 경제발전 나아가서 

그에 따른 국가의 복지체계 성숙 수준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일본에서 부모/자식 간 경제적 자원의 교환이 빈번하지 않은 현상은 19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국가복지의 수준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가구의 전체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두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래 <표 4> 및 <그림 1>은 두 나라의 연간 가구소득의 구성과 평균 금액을 정리한 결과다. 두 나라 

모두 가구소득 구성에서‘시장’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구소득에서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국이 91.6 % 그리고 일본이 86.1 % 이다. 다음,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소득의 비중은 일본이 13.4 % 인데 반해 한국은 4.4 % 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 3 배 많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차지하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전체 가구소득의 0.2 % 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인 반면 한국은 4.0 % 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표 4> 한국과 일본의 연간 가구소득 구성과 평균 금액      

  

                                                                   (단위: 만원, 만엔 )

시장 국가 공동체 기타

소득
합계

근로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합계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

한국
(%)

4,010.7  
(85.5)  

95.4 
(2.0) 

191.8 
(4.1) 

4,298.0 
(91.6) 

206.0 
(4.4) 

186.6 
(4.0) 

0.9 
(0.0) 

4,691.4 
(100.0) 

일본
(%)

523.6
(69.6)

82.0
(10.9)

41.9
(5.6)

647.5
(86.1)

101.1
(13.4)

1.4
(0.2)

2.3
(0.3)

752.3
(100.0)

한국 KLIPS: N = 4,397 (결측 33 포함)

일본 JHPS: N = 969 (결측 0)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가구소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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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습은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진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면접자의 

배우자라는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또 다른 서울의 면접자(ㅈㅅㅇ, 여성, 

54)는 시어머니를 8년 동안 모시고 산 경험이 있다. 그녀의 배우자는 6 남매 중 막내이고 위의 

형제들은 커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어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막내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막내 집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배우자의 형제자매들이 자주 

왕래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자녀들이) 자주 왔죠. 엄마가 계시니까. 이렇게 먹을 거를 항상 

많이 가져왔죠. 좋은 거, 먹을 거, 그런 거. 사서 가져 오고. 항상 그런 거는 특히 사위들이 

잘했어요. 사위들이 귀한 음식 같은 거. 어디 출장 갔다 오면 귀한 거 사오고. (중략) 규칙적인 

생활비는 아니지만 어머니 용돈을 자주 드렸어요.” (ㅈㅅㅇ, 여성, 54)

면접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부모의 생계는 대부분 모시고 있는 해당 자녀가 

부담하지만, 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행위는 모든 자녀가 책임을 공유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7 

한국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경제적 자원의 교환은 이와 같이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동기가 뒷받침하고 있다. 유교적 가치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도덕적 규범이 원동력이 

되어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과 의무를 자식들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일상생활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한국의 부양문화는 장자우대불균등분할상속제도(長子優待不均等分割相労制度)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광규, 1990). 장자우대라는 남성 중심의 차별적 원칙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8 단독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장남 외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상속을 받을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부모의 생계와 부양에 대한 의무도 부과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규범의 유지 및 계승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족 구성원 간의 빈번한 교류와 통합을 

떠받치며 자식들 간에 부모를 지원하는 연결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전통적 상속제도는 직계가족의 장자(혹은 일자)가 이에(家)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이다 (服部民夫, 2005).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재산 상속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의 의무와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의 유지에 매개되어 있는 모든 책임을 

상속자가 진다는 의미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역할의 체계’에 대한 계승이 현대의 가족규범이나 

가치체계에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식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담당한다. 사적이전소득의 지원이 활발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부모와 한 자식이라는 

수직적이고 한정된 연결망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7.  ‘집합적 재현’의 압력이다 (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Lew 2013: 38).
8.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법은 자녀들 간의 상속을 구분하지 않고 1/N로 규정하고 있다.

<표 5> 일본의 가계수입 내역 표 (1951-1955년) 

(단위: 엔(%))
연도 1951 1952 1953 1954 1955

실수입 합계 
16,532
(100)

20,822 
(100)

26,025
(100)

28,283
(100)

29,169
(100)

  근로수입
15,528 
(93.9)

19,539 
(93.8）

24,237 
(93.1)

26,305
(93.0)

27,080
(92.8)

가구주수입
13,793 
(83.4)

17,320 
(83.2）

21,341
 (82.0)

23,030
(81.4)

24,065
(82.5)

배우자의 수입
1,735 
(10.5)

2,219
(10.7)

290 
(1.1)

359
(1.3)

395
(1.4)

기타 가구원 수입 - -
2,606 
(10.0)

2,916
(10.3)

2,620
(9.0)

  사업 및 부업 수입
250
(1.5)

317 
(1.5)

516
(2.0)

514
(1.8)

610
(2.1)

  기타 실수입
754
(4.6)

966 
(4.6)

1,272 
(4.9)

1,464
(5.2)

1,479
(5.1)

재산수입
143
(0.9)

210 
(1.0)

289
(1.1)

345
(1.2)

359
(1.2)

사회보장급여금
94

(0.6)
134 
(0.6)

185
(0.7)

286
(1.0)

332
(1.1)

증여(受贈)
139
(0.8)

136 
(0.7)

230
(0.9)

280
(1.0)

272
(0.9)

생활비 송금
378
(2.3)

486 
(2.3)

149
(0.6)

127
(0.4)

145
(0.5)

기타 - -
419
(1.6)

426
(1.5)

371
(1.3)

출처: 총무성통계국(労務省統計局), 「가계조사(가계수지조사편)시계열데이터」재구성.

  

그렇다면 두 나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궁극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 

결과가 이 문제의 해석에 단초를 제공한다.6 서울의 한 남성 면접자(ㅇㄱㄱ, 52)는 2 남 1 녀의 

막내이고 지방에서 생활하는 형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혼자가 된 어머니를 9 년 동안 

모시며 같이 살았다. 현재 누나 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조만간 다시 모실 예정이라고 한다. 면접자는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당연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면접자의 형도 동일하게 어머니를 지원하고 있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동기를 

면접자는‘효’라는 유교적 가치체계에 따른 당연한 문화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Lew 2013: 38). 

“네. (생활비를) 주고 있죠. 어머니 용돈. 어머니한테 금액은 월 120만원. 생활비로요. 우리 형이 또 주고 

있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랬죠. 20년 정도. 나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내 연봉이 1억 5천 정도니까. 

우리 나이 평균 연봉이 7천 만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많으면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중략) 한국에서는 가족이 부모님이 혼자 계시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죠.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혼자 계시면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한국의 효에 대한 문화 사상이라고 할까.” (ㅇㄱㄱ, 남성, 52)

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면접자의 이름은 한국의 경우 약자로 표기를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약자를 쓰기가 어려워 가성(假姓)
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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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 특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세대 간에 부(富)를 나누는 방식을 규정하는 상속제도는 두 

국가의 부모와 자녀 간 나눔의 모습을 구분 짓는 궁극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복지의 

성숙이라는 매개변수는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부록 1> 한국과 일본의 연간 가구소득 구성 

KLIPS (한국) JHPS　（일본）

시장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수입

자영∙사업∙부업

금융소득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 및 투자소득 이자, 배당금

사채 등 비금융기관의 이자 소득

배당금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직접투자의 경우) 

유가증권 매각익, 매각손해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을 받은 
금액 포함) 

보험금 수혜(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험금)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기업연금, 개인연금

보험금-종신보험 

퇴직금 퇴직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의 임대료(보증금 제외) 집세∙지대(地代) 수입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 가옥, 자동차 매각액

토지를 도지 준 것

권리금

기타

국가

사회보험

국민연금a

공적연금
특수직역연금b

산재보험c

실업급여, 육아휴업급여
보훈연금, 고용보험 및 기타d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생활보호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공동체

이전소득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송금, 증여 수혜금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외 친척, 친지 보조금

기타 

증여∙상속

축의금∙조의금

기타

기타 소득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기타 수입교통사고나 폭설, 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기타

a.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b. 특수직역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환일시금

c. 산재보험: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d. 보훈연금, 고용보험 및 기타: 보훈연금, 고용보험 및 기타: 보훈연금,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실업급여, 기타

특히 장남인 경우 ‘역할의 계승’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가업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받아들인다. 동경의 한 면접자(세가와 瀬川, 남성, 52)의 사례가 그러하다. 면접자는 4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작은 운송업을 하고 있었다. 그가 19세 때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사업을 잇게 되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달랑 트럭 한 대만 있는 아주 작은 회사였다. 

면접자는 건강상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희망을 따라 아버지 회사를 이어 받아 

현재는 연봉 1억 엔을 받을 정도로 사업을 성공시켰다. 

“아버지가 “(가업을) 해주겠니?” 라고 하셔서 “네! 하겠어요!” 해서 하였죠. (중략)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한 명과 누나 한 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아 이 장사도 

잇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건에 관해서는 모두 다 노터치네요. 다른 형제들은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죠. 내가 장남이고, 사업을 이어받고 있어서.” (세가와 瀬川, 남성, 52)

이 사례는 일본의 전통적 이에(家)제도 즉 이에가 하나의 경영체이고‘가(家)’를 계승한 면접자가 가업 

및 가산을 지키는 존재로 나아가서 부모를 부양하는 위치로 ‘역할의 계승’을 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상속을 받지 않는 혹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자녀들은 전혀 부모를 

지원하지 않은가? 아래 다른 동경의 여성 면접자의 진술은 부모를 향한 지원의 방식이 자녀의 입장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동생이 아파트를 사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우리는 두 남매라서, 그럼 부모에 대한 

보살핌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나도 비교적 가까이에 있어서, 

역시 어머니는 여자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딸에게 밖에 못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걸로 

소프트한 측면? 요컨대 음.. 뭔가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상대가 되어주는 쪽을 담당하고, 

동생은 금전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아버지 쪽에 드는 돈과 어머니의 생활비, 뭐.. 연금도 있지만  

그걸로 보살펴주고 있다고 할까. 완전 역할분담. 확실히 그것은 남매끼리 이야기해서 타협이 

성립된 것이라서 (웃음).” (타나카 田中, 여성, 54) 

일본 면접자들의 진술을 보면 상속을 받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에 부모를 지원하는 자원의 

종류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혹은 신체적 방법으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부모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 일본 면접자들의 진술은 상속제도가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자원교환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자식 간 사적이전의 차이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족에 대한 문화적 규범의 차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속제도의 

차이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가족제도는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도를 

기반으로 한 직계가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가족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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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쟁의 장에서 나눔을 익히는 장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여겨지는 협동 능력이 교육현장에서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면서, 나누는 기쁨이 어떻게 재

생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본다. 어린 시절 놀이를 통한 관계 맺기에서 청소년기의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새롭게 만

나며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와 맥락들을 짚어본다.

Education Transforms from a Competitive Arena into an Academy for Sharing

More and more people become incapable of working with others, even though cooperation is considered an 

intrinsic human value This presentation will diagnose the current education environment,  while �nding ways 

to duplicate the pleasure of sharing. For this purpose, it will study how a child builds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play during childhood; what youth learn through volunteer work; and how human beings meet 

various others and ultimately discover their true "I."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2001 - 2004 : Vice Director of Seoul Active Learning Community Network 

· 2005 - 2007 : Professor at Cultural Anthropology Department of Hanyang University

· 2013 - Current : Vice Director of Seeds of Heart (Maeumui Ssiat) Education Center 

· 2008 - Current : Visiting Professor at Liberal Arts College of Sungkonghoe University

Publications · Discovery of Culture

· Creativity of Education

· Mobile Talks

· Discovery of Life

· Pecuniary Humanities 

· A Car Made by an Anthropologist?

· Humiliation: Emotional Sociology of Indignity and Dignity 

Translation · Our Kind, Marvin Harris

· Building an Ideal Community Inspired by Picture Books  (こんな町に住みたいナ), Endo Yasuhiro

·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Paul Wills

· Talking At The Adge, Ueno Chizuko

·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Parker J. Palmer

국적

Nationality
한국

Republic of Korea

소속 
Af�liation

성공회대 교양학부

Faculty of General Studies

직책

Current Position
초빙교수

Invited Professor

학력 
Education

대학원

Graduate School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사회학

Sociology

김  찬  호

KIM, Chan Ho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2001 - 2004 : 서울 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 2005 - 2007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의교수

· 2013 - 현재 : 교육센터 마음의씨앗 부센터장

· 2008 - 현재 :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주요출판물 · 사회를 보는 논리

· 도시는 미디어다

· 문화의 발견 

· 교육의 상상력

· 휴대폰이 말하다

· 생애의 발견

· 돈의 인문학

· 인류학자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번역서 · 작은 인간

·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 학교 현장과 계급 재생산

· 경계에서 말한다

·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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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배웠어요.”

 지금 우리의 교육 풍토에서는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

라마를 보면, 청소년들이 사심 없이 친구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실패를 위로하며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모습이 연거푸 등장한다. 과거를 미화시킨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아

직 ‘사회’라는 것이 존재했고, 공동체적인 자아가 건강하게 작동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타인에 대한 최

소한의 관심과 의무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인간적인 그물망의 토대 위에서 삶이 영위될 수 있었다. 그리

고 그러한 기운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현장에도 스며들어 있었다.      

 인간이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정한 정보를 두뇌 안에 입력하는 정태적인 공정이 아

니라, 자아가 타자 및 사물과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운동이다. 그 속에서 지성의 에너지를 자각하

고 신장함으로써 배움은 삶의 힘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소통은 생각을 자극한다. 인간의 지적인 성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활발하게 이뤄진다. 창의성이 강조되는 지금, 사회성의 결핍은 곧 능력의 부

족이 되는 시대다. 창의성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시너지 작용 속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누구와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

다. 콩알 하나도 친구와 나눠먹는다는 옛말처럼, 물질을 나누면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도시

락을 가지도 다녔을 때는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눌 수 있었다. 음식은 관계 형성의 중요한 

매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함께 요리하여 밥을 먹으면 어떨까. 전체 메뉴를 다 하

지 못한다면 일부 반찬이라도 손수 만들어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음식 이외에도 옷이나 기타 일용품들 가운데 남는 것들을 내놓고 나눠 갖는 것도 공동체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일도 얼마든지 나눔의 대상이 된다. 교실 청소나 학교의 화단 가

꾸기, 텃밭의 작물 재배, 동물의 사육 등 공동의 공간을 관리하거나 생명을 보살피면서 협업의 소중함

을 깨닫게 된다. 각자 노력하여 개별적인 성과로 보상받는 학과 공부와 달리, 모두가 힘써서 그 열매를 

함께 누리면서 ‘공적 행복감’을 체험한다. (무임 승차자가 생기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험 자체가 배움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업에서는 발휘되지 않았던 강점이나 미덕

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영역은 마음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고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 곤경을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다. 괴

로움을 털어놓고 아픔을 위로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 현장에는 그런 

교육, 경쟁의 장에서 나눔을 익히는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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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이다. 학급의 한 학생이 할머니의 상을 당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했다. 그

래서 학칙에 따라서 기말고사 성적에 준해서 점수를 주기로 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사에게 

부탁을 하더란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보다 어렵게 출제해달라고. 만일 중간고사보다 쉽게 

출제하면, 그 학생에게 매우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불이익을 본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신이 

중요한 입시 시스템 속에서 친구를 오로지 경쟁상대로만 바라보게 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국제학력평가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언제나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협동

학습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PISA(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에 참가한 OECD 소속 21개국 중 협동학습 지수가 가장 낮

다고 한다. (2003년 발표된 것이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올라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협동학습 지수란 ‘나는 그룹 내 다른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룹 내 다

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배운다’ 등 협동학습 관련 질문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종

합한 수치이다. 한국 학생들은 관계 속에서 배움의 효율과 즐거움을 체험하는 기회가 너무 부족한 것이

다.

 교육의 본연은 인간의 성장을 돕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뤄진다. 인

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가 많다. 나눔이라는 행위는 관계 형성에서 핵심적인 

고리가 된다. 인간은 그 능력을 타고 났다.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먹다가 어른에게 한 입 먹어보라고 건

네주는 행위는 다른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순수한 증여의 기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

는 것이다. (물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욕심도 동시에 존재하지만).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지역사회나 친족공동체가 양육을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에

게 나눔과 배려와 협동의 덕성이 당연히 요구되었다. 그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미국의 어느 학

교에 인디언 아이들이 전학을 왔다. 시험을 치르는 날 백인 아이들은 필기도구를 꺼내고 옆의 친구가 

답안지를 보지 못하도록 책상 가운데에 책가방으로 담을 쌓았다. 그런데 인디언 아이들은 책상을 돌려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왜 시험 칠 준비를 하지 않느냐고 교사가 화를 내자, 인디언 아이들이 이렇게 말

했다고 한다. “선생님, 저희들은 예전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서로 도와가며 해결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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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희박한 듯하다.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애써 강한 척하거나 뭔가 있어 보이려고 자기를 연출하

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

다.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공유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한결 깊어진다. 그

리고 그 과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제시되는 다양한 해법들을 통해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육에서의 나눔은 학교 공간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한다. 이미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어온 자원봉사

가 그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체득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자원 봉사란 

대가를 받지 않는 대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좋은 일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보람을 얻는 

행위다. 그것은 혜택을 받는 타인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를 받으면서 확인된다. 자원봉사 점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인격적 피드백이다. 낯선 사람들에게서, 특히 어른들로부터 진심어린 고맙다는 격려

를 받는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저절로 높아진다. 그를 통해 넉넉한 사회적 자아를 발견해갈 수 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은 세대 간의 만남과 교류다. 나이를 경계로 한 

문화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세상에서, 자신과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낯선 어른을 ‘의미 있는 타

자’로 발견할 수 있다면 크나큰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사회의 어

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같은 프로젝트를 보자. 청소년이 모둠을 이뤄 어느 한 노인을 찾아가 그의 생애

사를 귀담아 듣고 글로 옮겨 책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글쓰기 능력이 누

군가를 위해 보람 있게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회적인 효능감을 얻는다. 그리고 노인은 자신의 인생 

경험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을 느낀다. 

 나눔은 단순히 부족한 것을 메우는 기능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일상을 함께 빚어가는 창조이며, 공

동의 과제를 발견하여 저마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풀어가는 예술이다. 타인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나

면서 자아의 부족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완되고, 마음을 모아 무언가를 실행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어떤 공동의 잠재력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학업과 별도로 이뤄지는 과외 활동

이 아니라, 배움 그 자체의 본질과 깊숙하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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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눔 공동체로 가는 길

한국사회가 나눔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 개인과 사회의 나눔 가치의 확산과 함께 나눔 생태계 조성을 위

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Society - A Path to Reach a Sharing Community

This presentation will discuss ways to help the Korean society evolve into a sharing community. Suggestions 

will be made regarding how to spread values of sharing across individuals and the entire society, as well as 

practical action plans and institutional tools to create a sharing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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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 Yong Hee Yang, A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for Individual Donation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No.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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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e Kyu Park, Hyung Koo Moon and Yong Hee Yang, Study on Corporate Philanthropic 

Activities Index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Vol. 3. No. 3, 2008

·  Corporate philanthropy, attitude towards corporations, and purchase intentions: A 

South Korea study, Hanjoon Lee, TaeKyu Park, Tae-Kyu Park, Hyoung Koo Moon, Hyoung 

Koo Moon, YongHee Yang, Chankon Kim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00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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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그리고 세제혜택, 투명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있다. 개인의 기부동기요인은 동정심, 두려움, 

죄의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3 경제성장, 세제혜택, 정부 지원,4 투명성 등 기부환경에 의한 요인이 

있다. 경제성장과 세제혜택의 경우 개인 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소득, 연령, 

성별, 교육, 종교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시 개인의 기부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교육, 사회복지부문의 요구와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조직의 확대로 

기부금을 통한 재원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마케팅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 개인의 동기요인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자 개인의 기부동기가 중요한데 기부자 개인의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은 기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정심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재적 요인은 기부자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요인 경제지표, 

세제혜택, 그리고 모금단체의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개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개인기부가 급속히 증가한 2000년 이후 한국경제 역시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연소득 모두 완만한 성장을 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2009년 세계경제 위기로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기부액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줄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시 일반시민들의 이웃돕기를 위한 심리적 동기가 높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혜택은 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 세제혜택은 

개인기부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역시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가 10%에서 

30%로 확대된 것이 개인기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개인기부가 세제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조사에서 세제혜택이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7 다른 

나라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기부금 모집단체의 

마케팅 역량과 신뢰 역시 개인의 기부 동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부방법을 몰라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적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등은 모금단체에 대한 신뢰 및 마케팅과 관련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8 

3.  S. Adrian., F. B. John & W. C., Duglas, “Perceptual determinants of nonpro�t giving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2(2006), pp.155~165.

4.  L. Charles & G. Nachum, “Determinants of charitable giv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Hosted by Fraser Forum 
March/April 2012, pp.12~14. 

5.  V. Chua & C. Wong, “Tax Incentiv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haritable Giving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6/12(1999), pp.1492~1504.

6.  S. L. Robin & O. L. Sharon, “Charitable giving to not-for-pro�t organizations: factors affecting donations to non-
pro�t organizations”, Innovative Marketing, 6/1(2010), pp.73~80.

7.  이용규, 국내외 기부문화 고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34쪽.
8.  통계청 2013 기부통계조사, 17,664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응답자 기입) 

방법 병행.

사회, 나눔 공동체로 가는 길

양용희 (호서대학교·엔씨스콤 대표/사회복지, 한국)

1. 들어가는 글

21세기에 들어와 비영리조직이 교육, 복지, 문화 등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숫자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년 사이에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이 기부문화이다. 이는 기부금이 정부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재정과 함께 중요한 재원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비영리조직은 

정부의 보조금(subsidy)과 함께 재단의 그랜트(grant) 그리고 자체 이용료 수입, 그리고 기부금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재원 중에서 기부금은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이 되고 있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기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기부금 중  개인 기부금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마케팅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1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을 전후하여 기부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개인 기부금 규모와 기부자 수 그리고 주요 모금단체들의 모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기부금 총액은 1999년 2조9천억 원에서 2013년 12조4천8백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자 수와 기부금액도 모두 증가하였다.2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기부금이 증가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개인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기부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의 기부금 규모의 확대는 비영리조직의 사회적역할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부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기부금 규모와 시민들의 

참여는 기부문화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기부문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동기와 함께 조세제도,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 등 성숙한 기부환경이 요구된다. 특히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은  기부자 개인은 

물론 사회가 나눔 공동체로 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기부의 동기와 소득, 연령, 성별, 직업, 인구통계학적인

1.  개인이외에 재단, 유증을 통한 기부금 역시 주로 개인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기부가 전체 기부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세청에서는 국세에 관한 자료를 정리집계하여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 및 법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 자료의 기부금 신고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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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금 허가는 일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11 비영리조직이 “양식990”에 

따른 신고내용은 모금과 관련된 활동들로 모금방법(메일발송, 인터넷, 전화, 면대면, 그랜트, 

특별이벤트 등), 모금전문가를 포함하여 모금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인적 및 활동사항(성함, 활동, 

지급급여, 비용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모금 이벤트별 수입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특히 모금전문기관의 경우 기관의 소유주, 종업원 그리고 계약을 맺은 

자선단체와의 모금비용 등 계약관계, 모금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다.12

영국의 경우 개인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의 제도로서 “Gift Aid”가 있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자가 Gift Aid로 

혜택받기 위해서는 자선단체에 신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신고서에는 기부자의 이름, 주소, 자선단체, 

기부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급여공제 기부 

(Payroll Giving)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 형태로 

조세감면을 받게 된다. 고용주는 국세청이 승인한 급여공제기관에 보내고 기관은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보내게 된다. 부동산, 주식 등 투자자산을 기부하게 되면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한 혜택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 대상이 된다. 법인의 경우 Gift Aid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며 기부한 금액은 모든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3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모금과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법으로는 

“Uniform Charitable Fundraising Act”이 있다.14 모금을 하고자 하는 자선단체는 사전에 등록을 

하고 모금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시 모금 기간, 모금방법과 함께 전문 모금단체를 통해 모금을 할 

때는 자선단체와 모금전문기관 사이의 협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모금전문 단체의 모금인센티브 

지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또한 법 위배시 모금허가를 취소하거나 모금행위를 금지, 모금활동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부금액 중 모금비용은 20%선까지 허락하고 있다. 

4. 나눔공동체를 위한 기부제도 개선방안

기부문화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기부와 관련된 법에서는 모금행위의 

11.  대표적인 법으로는 펜실바니아주의 자선목적을 위한 모금법 (Pennsylvania’s Solicitation of Funds For Charitable 
Purposes Act, 10 P.S. §162.1)이 있다. 펜실바니아주에서 모금행위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모금활동을 하기 이전에 
펜실바니아주의 자선단체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25,000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단체는 재무회계 보고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100,000달러 이상을 모금할 경우 외부의 독립적이며 공인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10 P.S. §162.5(f)). 비영리조직이 모금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공인된 기관의 정관과 함께 
“양식990”(Form 990)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  Karl E. Emerson. State Charitable Solicitation Statutes, 2001
13.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 방향』한국조세연구원. 2008. 
14.  캐나다에는 4개 지자체에서만 자체 모금관련법을 지니고 있으며 “Uniform Charitable Fundraising Act”는 캐나다 

전역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Kenneth R. Goodman, 2005).

개인 기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역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남성의 기부율(35.8%)이 여성(29.2%)이, 년 령별로는 40대가 기부에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46.1%가 기부하고 있어 고학력자의 기부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읍면부)지역보다 도시(동부)지역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사에서 나이, 결혼상태, 학력, 월 소득과 자원봉사 경험 

등 인구학적 특성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자일수록, 또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부자일수록 그리고 월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원봉사 경험이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부환경 요인

기부환경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련법과 세제제도 이외에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투명성은  중요한 

기부요인이 된다.9 모금단체에 대한 조사에서 모금단체의 투명성은 개인 기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모금단체들의 재무회계 자료를 외부에 공개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은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다. 최근에 3억 이상 수입 비영리단체에 대해 국세청을 통해 기부금모집과 사용에 관한 

재무회계 자료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모금단체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3. 선진국의 기부 제도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세계에서 비영리조직의 모금 총액이나 개인당 기부총액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미국시민들은 국민1인당 약 1천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있어 한국 국민들의 1인당 

기부금액과 비교할 때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고 훨씬 높은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부 관련 법을 보면 기부금 모집은 자유롭게 하되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0개의 주가 모금과 관련된 법을 주법으로 제정해놓고 있다. 이들 법을 보면 

모금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과 모금기관과 모금활동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금단체들은 

모금활동과 방법 (우편모금, 이벤트 등)에 대한 기술, 후원자수, 모금 금액과 사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9.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13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에 “기부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용을 나타내는 장부, 서류 등을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 완료시 모집상황 및 사용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다.

10.  기부문화활성화의 요인으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27.6%)이 나눔문화의 활성화(43.4%), 사회의 모범적기부증대(30.4%), 
대중캠페인활성화(28.5%)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이나 제도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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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비영리재단들은 물론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어린이재단, 기아대채기구 등 대규모의 

모금단체 역시 서울에 위치하여 중앙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전국에 16개 지회가 있으나 지회의 영역이 너무 넓어 지역사회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중앙 

중심적 기부금 모집 현상은 기부문화의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지역모금이나 소수의  

모금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영리조직들의 모금활동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연방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부금 모집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기부금모집법도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모금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과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지역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소수의 

지역재단만 있으며 기부금 모집 환경과 수행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어 기부금 모집의 

성과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은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재단 

설립에 있다고 본다. 지역재단은 자원의 개발과 사용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15 지역사회재단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에 지방 분권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재단 설립을 통해 

지방분권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모금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비영리조직이 제한된 자원을 갖고 모금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미국, 영국과 같이 모금자원봉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16 자원봉사자를 통한 모금활동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모금 방법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1997년 영국 자원봉사 전국조사에서 전체 자원봉사자 2천2백만명의 

3/2가 모금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원봉사 모금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원봉사모금을 위한 실천강령 (Code of Practice)이 제정되었다.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여 

봉사자들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불은 물질적 혜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모금자원봉사자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모금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모금자원봉사자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순히 

모금활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로 구분된다.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의 

모금범위, 역할 등을 위해 구분이 필요하다.17 

최근  한국의  경우  기부문화의  발달과  함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 

이제  자원봉사활동도  일상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봉사활동에서  프로보노  같은  전문직들의 

15.  지역재단은 그동안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지역사회재단의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1990년 중반이후 동유럽, 러시아 등에서도 지역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 80개에 불과하던 
지역재단이 2003년에는 무려 180개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미국, 영국, 캐나다 제외). 캐나다의 경우에도 1921년 
The Winnipeg Foundation 재단이 설립이후 1980년까지 35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에만 55개가 
설립되어 현재는 125개 이상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었다. 

16.  모금자원봉사는 보수나 물질적인 혜택없이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의 모금활동에 참여하여 자선적 모금활동에 참여하여 
기금을 모집하는 자이다. 

17.  Institute of Fundraising. Volunteer Fundraising :The Institute of Fundraising’'s Codes of Fundraising Practice .

허가와 모금 비용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와 관련된 모금방법, 

모금액, 모금비용, 회계감사 등 모금활동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관리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기부금 모집은 자선단체의 자체 모금 뿐 아니라 모금전문가 개인이나 모금전문기관의 

대행을 통해 모금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잔선단체와 모금전문가 또는 모금전문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해놓고 있다. 한국이 기부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부관련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모금단체들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기부자로부터의 신뢰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제도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1) 기부금 모집 행위 

한국의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이 확대됨에 따라 모금단체들간의 모금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방송, 신문사 등 언론을 통한 기부금 모집도 지나친 경쟁의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모금을 통한 

공익부문의 자선적 목적보다는 모금활동이 하나의 마케팅의 수단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이지만 모금전문가나 모금전문기관들의 모금대행 업무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기부금 

모집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원칙이 요구된다.  모금단체는 물론 모금전문가, 기부자에 

대한 비윤리적이거나 기부의 목적과 상반된 기부금모집행위 그리고 지나친 상업적 측면의 기부금 

모집 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 모집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2)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강조

한국의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모집과 회계의 투명성을 통한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비영리조직의 공시제도의 범위 뿐 아니라 기부금 사용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는 비영리조직의 과다한 행정업무를 유발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부자로부터 신뢰 형성을 

통해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의 방법은 

국세청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 미국과 같이 국세청의 기부금 관련 

데이터가 가이드스타 코리아에 제공되어 시민들로 하여금 모금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모금과 소규모 비영리조직 모금의 활성화 방안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기부금액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이들 기부금 모집이 주로 서울과 

일부 모금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부금 모집의 비대칭 현상이 기부문화의 확산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설립된 아름다운재단, 한국여성재단, 아이들과 미래, 환경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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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E. Emerson (2001). State Charitable Solicitation Statutes 

Kenneth R. Goodman(2005). Mentation of the new Uniform Charitable Fundraising Act.,          

Uniform Law Conference of Canada.

L. Charles & G. Nachum,(2012) “Determinants of charitable giv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Hosted by Fraser Forum March/April 

S. Adrian., F. B. John & W. C., Duglas,  (2006)“Perceptual determinants of nonpro�t giving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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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hua & C. Wong,(1999), “Tax Incentiv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haritable Giving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6/12

자원봉사활동까지 봉사의 방법과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한국의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부문화와 

연계한다면 인적자원이 부족한 비영리조직의 모금역량 확대에 기여하리라 본다. 

5. 마치는 글

  

한국사회가 나눔 공동체로 가기위해서는 기부와 봉사를 통한 성숙한 기부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부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 기부와 관련된 세제제도 등이 선진국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곧, 기부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기부금 모집 활동의 법적 지원과 함께 기부금 

납부에 따른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부자가 모금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기부금 사용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는 기부금 사용의 효율성도 요구된다. 

기부금을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의 내용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기부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기부금 모집 단체는 기부자 개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뿐 아니라 효과성과 효율성까지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금 사용을 

통해 지원을 받은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그 밖의 공익적 효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성숙한 나눔공동체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성숙한 기부의식과 

행위를 위한 기부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 차원이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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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적 지원

나눔 중 자발적 나눔인 기부·봉사 외에 법적, 강제적 나눔인 납세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금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수준과 

누진세율의 확대문제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케케묵은 논쟁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조건을 검토한다. 

Legal Support to Spread Sharing Culture

Besides voluntary sharing such as donations or voluntary works, it is worth taking note of enforced types of 

sharing, namely tax payment. Conservatives often get into arguments with progressives when it comes to 

the appropriate level of income and corporate tax, or to what extent progressive tax should be raised. This 

presentation will discuss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grand social compromise to settle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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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 중이다. 

    ex. 법인세율의 수준은 적정한가

    ex. 소득세와의 차등은 옳은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자발적 · 자율적 나눔 : 기부 · 봉사

    

3-1. 기부

   

3-1-1.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가. 개인 기부금 소득세제 지원문제

     ◈ 특별세액공제로  전환

         -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25% 적용)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최근 고액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인상

     ex.소득공제에 비해, 세액공제의 경우 고소득자는 기부를 축소할 소지가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ex.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의 기부 합산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나. 법인기부금 법인세제 지원문제

       ◈ 법인기부에 대해서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

           -법인기부는 주주의 권익침해인지, 기부의 비순수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ex. 법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10%의 한도가 낮은가의 문제 

     ex. 개인소득세 지원과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 증여세제 지원문제

       ◈증여세는 비과세, 다만, 주식의 경우 동일법인 주식 5% 초과의 경우에는  

          비적용(성실공익법인은 10%)

     ex. 증여세 회피, 부의 세습 악용,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의의 기업가가 부의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적정선의 모색이 필요하다. 

         영국, 독일은 비과세이고, 미국은 20%, 일본은 50%까지 비과세이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적 지원

             

                강지원 (나눔플러스 총재/변호사, 한국)

1.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통상 나눔을 자발적·자율적 나눔에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강제적 나눔도 나눔이다. 민

간이, <민간 고유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모두 <나눔>으로 보아야 한다

고 본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가장 발달했지만, 빈부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부자들이 나서서, 세율을 높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걷자고 요구한다. 반면, 북유럽 국가는 기부·자선 등이 적지만, 세금에 의한 복지분배 

체계 높다. 따라서 국민들은 세금으로 충분히 공동체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적 기부의 필요성이 적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법적·강제적 나눔과 자발적·자율적 나눔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단정하기 어렵

다. 다만 자발적 나눔은 비예측적이어서, 공동체의 기본적 수요는 일단 세금으로 확보하고, 자발적 나

눔은 보충적 역할을 하도록 분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법적 · 강제적 나눔 : 세금 나눔 

2-1. 소득세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그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 그  초

과  8 ,800만원까지는  24 % ,  그  초과  1억5 ,000만원까지는  35 % ,  그  초과는  38 % 

이다. 

    ex. 그런데 5억원도 38%, 50억원도 38%, 100억원도 38%이므로 이래도 좋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OECD 국가들은 절반 이상이 최고세율 45% 이상을 부과한다. 

    ex. 또 실효세율은 비과세·감면이 많아서 더욱 낮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2-2. 법인세  

    한국의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그 초과 200억원까지 20% (누진공제

    2,000만원), 그 초과 22% (누진공제 42,000만원)이다.

    <실효세율>은 더욱 낮다. 2008 18.3%에서 2013 14.2%로 낮아졌다.

    2015 미국 35%, 프랑스 34.4% 등 OECD 평균 23.19%에 못 미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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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 :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하여 그 소유권은

양도하지만, 기부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에 대한 수익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부 형태이다. 2012 이

후 기부연금법’ 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금껏 불발이다. 

   ex. 법 제정이 되어야 하고,

   ex. 기부금과 연금에 대해 세제 혜택 방안

   ex. 현금 이외의 자산 기부 어려움 해소 방안

   ex. 재산 증식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3-1-6 기부채납(寄附採納) :  행정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 채납은 승낙의 뜻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ex. 기부체납의 명확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

             

3-1-7. 농지 기부 : 전면금지, 완화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ex. 농업법인...2조3호

   ex. 위탁경영...9조

   ex. 임대,사용대(使用貸)...23조2항 등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1-8. 유산기부(bequest) :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에 기부하는 형태로, 

법적 공증으로 기부하거나, 이행 서약하는 방식이다.

   ex.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 정립

   ex. 고령자 기부의사의 총명성·합리성과 관련한 제도  

   ex. 농지 등 부동산, 주식 등 기부 제한문제 해소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1-9. 경조사 기부

전통 사회의 상부상조 미덕을 벗어나 지나친 허례허식, 청첩장• 부고장 남발로 변질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조사비의 지나친 부담, 가처분소득의 축소, 家計고통으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 검소한 혼• 상례, ‘경조사비 금지법’(?), 시행 10년 유예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3-1-10. 효도 생활비 기부

    100세 시대 노후 생활비 문제 대두, 敬老• 孝道 기풍 진작이 필요하다.

   ex. 부모님 용돈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교육비 세제 혜택 참조)

3-1-11. 기부금품의 모집 등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6.3.24.) 

3-1-2. 기부 법인의 설립 등 : 민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1975.12.31.),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 지나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ex. 기본재산 보존 원칙의 폐해

       미국은 오히려 매년 5% 이상을 사회 환원토록 촉진한다.

   ex. 기본재산 편입원칙 및 일일히 예외허가원칙의 폐해

   ex. 설립목적 고착성의 폐해

   ex. 투명성 확립 방안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1-3. 기부신탁(charitable trust) : 기부자(donor)는 신탁계약에 의해 자산을 이전, 조세혜택을 얻

고, 수혜자(donee)는 수탁자(trustee)가 되어 신탁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기부 형태이다.

2014.3.18 공익신탁법이 제정되어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이 불산입되고, 신탁에서 

생기는 소득도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된다.

   1.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 CRT) 신탁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원본 일부를 신탁자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돌려 받은 후

           나머지는 수혜자에게 기부하는 기부 형태

     1-1.자선잔여연금신탁(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 :

          CRAT) 신탁자가 연금처럼 고정액을 일정기간 동안  받음

     1-2.자선잔여정률신탁(charitable remainder unitrust : CRUT):

           신탁자가 수익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동안 받음  

   2.자선선행신탁(charitable lead trust : CLT) 기부자가 신탁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일정기간 기부단체에 배분하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나머지를 수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기부 형태

           수혜자가 대부분 가족 

   ex.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수익이 상속인과 특수관계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상증세 부과 소지

   ex. CLT의 경우 잔여분을 지정 수혜자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부과 소지

   ex. 다양한 상품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 행복나눔신탁,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

3-1-4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 기부자가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펀드에 자산을 기부

하고, 펀드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조언(advice)을 할 권리를 갖는 기부 형태이다. 2012.6.28 국내 첫 

상품이 출시되었다.

   ex.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고, 

   ex. 통제권 조정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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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인 대상의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관리하는데, 지나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ex.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4조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3-2. 봉사

    ▶자원봉사:인적 나눔, 즉 서비스의 나눔

    ▶재능기부:재능의 나눔

    ▶전문봉사:특별한 기술·기능이나 특정분야 (ex.제과제빵,요리,이미용,집수리 등)

       의 나눔

    ▶프로보노:비교적 고도의 지식과 기술로 공식적인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ex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서비스 나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기본계획의 수립,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실질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ex.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은 無報酬性,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非政派性, 非宗派性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2조2호의 적절성

   ex. 봉사시간을 금액으로 환산, 지정기부금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책 

   ex. 비 물질적 인정·보상(예,표창)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의 국가봉사단원에 대한 부분 현금 보상 같은 보완책 

        -인생2막 노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일부 보상책 

        -봉사 누적 관리 보상 체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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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Nationality
한국

Republic of Korea

소속 
Af�liation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직책

Current Position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학력 
Education

성균관대학교 철학 박사

Sungkyunkwan University. Ph. D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한국학 / 유교 / 페미니즘 
Korean Studies / Confucianism / Feminism

이  숙  인

LEE, Sook In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책임연구원

주요출판물
· 정절의 역사 (2014)
·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2005)
· 노년의 풍경 (2014, 공저)
· 일기로 본 조선 (2012, 공저) 

· 조선여성의 일생 (2010, 공저)
· 선비의 멋 규방의 맛 ( 2013, 공저) 등 다수

· 열녀전 (2013, 역서)
· 여사서 (2003, 역서)

·  <사회를 보는 논리>
·  <18세기 조선의 음식담론> (2013)
·  <조선후기 가정론의 성격: 養生과 治産> (2013)
·  <근대초기 女權의 유입과 유교의 재구성> (2013)
·  <儒仙들의 풍류와 소통: {需雲雜方}을 통해 본 16세기 사족의 문화정치학> (2012) 등 다수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 Research Professor at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Senior Researcher of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AEAS) at Sungkyunkwan University

Publications
· History of Korean Fidelity -2014
· Feministic Philosophies in Ancient East Asia -2005
· What We See in Old Age -2014, co-authored
· Seeing Chosun in People’s Diaries -2012, co-authored 
· Life of a Woman in Chosun -2010, co-authored
· Style of Sunbi, Taste of Women’s Quarters -2013, co-authored and many others
· Stories of Exemplary Women -2013, translated
· Four Books of Ethics for Women -2003, translated
· [Discourse on Food in 18C Chosun] (2013)
· Theory of Families in Late Chosun』(2013)
· [ Introduction of Women’s Rights in Early 20C and Reconstruction of Confucianism] (2013)
· [Confucian Hermits` Poetic Adventure and Communication in the 16th Century: Focusing on the
  Cultural Politics of Suwoon-Jabbang] (2012) and many others 

좌장

Chair

이숙인 (서울대학교/철학, 한국)

LEE, Sook In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패널 발표

Panel

이효걸 (안동대학교/철학, 한국)

나눔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 '왜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

LEE, Hyo Gul (Andong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Humanistic Approach to Sharing - ‘Why should I share?’

양일모 (서울대학교/철학, 한국)

나눔의 향기 - '울림이 있는 나눔은 어떤 것인가'

YANG, Il Mo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Scent of Sharing - ‘What is Resonant Sharing?’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한국)

나눔과 제도 - '무엇이 울림 있는 나눔을 뒷받침 하는가'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Sociology, Korea)

Sharing and Institutions-‘What Supports Resonant Sharing?’

김홍경 (뉴욕 주립 대학교/철학, 미국)

KIM, Hong Kyu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Philosophy, USA)

세션 4  |  SESSION IV.

종합토론 – '진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나눔 문화를 위하여' 
Plenary Session – ‘Authentic and Sustainable Sharing Culture’

5월 28일, 16:00 - 18:00  |  국제회의장 (1층)
16:00 - 18:00, May 28  |  1F, Conferen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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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Nationality
한국

Republic of Korea

소속 
Af�liation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직책

Current Position
강사

Part-time lecturer

학력 
Education

박사

Ph.D

전문분야

Area of Expertise

동양철학, 인문고전(13경, 제자백가), 출토문헌

Eastern philosophy, classics and humanities (The Thirteen 
Classic Works and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Chinese excavated classics. 

이  승  률

YI, Seung Ryul

좌장 이승률 (단국대학교/철학, 한국)

패널 발표

류성희 (뉴욕 주립대학교 빙엄턴 캠퍼스/사회학)

참 나눔의 구현을 위한 사회제도적 조건 :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중심으로

이승환 (전북대학교/행정학)

새로운 인간성과 참 나눔을 위하여

이해임 (서울대학교/철학)

荀子 철학의 공정한 분배와 감응에 대한 이론체계 연구 : 好利惡害와 虛一而靜 개념을 

중심으로

박현우 (서울대학교/철학)

맹자의 확충을 통한 본성의 회복

오채원 (성균관대학/동양철학)

세종시대의 나눔 ‘공향(共享)’

진종원 (서울대학교/철학)

선진시기 사상에서 나눔의 3가지 유형 : 묵가, 장자, 맹자의 경우 

세션 5  |  SESSION V.

차세대 인문학자 논문발표회

The Next Generation of Humanities Scholars 

5월 29일, 09:30 - 12:00  |  국제회의장 (1층)
09:30 - 12:00, May 29  |  1F, Conference Hall

최근 경력 및 주요 출판물

경력
일본 도쿄(東京)대학 인문사회계연구과 (2003~2008) 전임강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8~2010) HK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강사다.

연구분야는 동양철학, 인문고전(13경, 제자백가), 출토문헌 등이다. 

주요출판물
최근 출판물로는 『죽간ㆍ목간ㆍ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 1』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

수학술도서, 예문서원, 2013) 등이 있다. 역서로는 『한 단어 사전, 천』 (푸른역사, 2013) 등이 있

다. 일본 도쿄대학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문학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Recent 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Yi Seung Ryul is a part-time lecturer in the Dankook University. Previously, Dr. Yi served 

as a full-time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Tokyo’s Graduate School of the Humanities 

and Sociology from 2003 to 2008. He was also HK (Humanities Korea Project) research 

professor at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from 2008 to 

2010. His research focuses on Eastern philosophy, Classics and Humanities (the Thirteen 

Classic Works and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and Chinese Excavated Classics.

Publications He is the author of Bamboo Strip, Wooden Strip, Silk Manuscript: The World of Excavated 

Texts in Ancient China (2013) and the translator of A Word Dictionary, Heaven (2013). 

Dr. Yi received an M.A. and a Ph.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the Humanities and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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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거시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때,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기대했던 계층의 사다리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우리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 외치던 대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고, 우리의 형이나 동생이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1년씩 기다리다 모습에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어야 했다. 밀레니엄의 전환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압박과 함께 시작되었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아들과 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쟁취하기 위해 교대와 약대, 의대에 몰렸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신자유주의 논리에 포섭된 한국사회는 오포 세대들(: 기존의 삼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에서  ‘인간 관계’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해 포기가 더해졌음)을 양산했고, 

“열정페이”를 가능케 했으며, 세대들 간의 전쟁을 부추겼다. 인문계 대학생들의 전공시험은 ‘공무원 

시험’이 되어 있었고, “폐지 줍기”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 “페지 줍기”는 더는 노인들만의 

소일거리(?)로 남아있지 않았다. 장기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주부들뿐만 아니라 건장한 30대 청년까지 

폐지 줍기 경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심마니들이 산삼을 캐기 위해 심산유곡을 헤매는 것처럼 폐지 

수거인들은 새벽의 낮게 깔린 안개 속을 헤치면서 자신들의 리어카를 끌고 있다.

  누구도 이제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되리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인 전망만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경제의 연평균 9%대의3  성장률은 신화가 된 지 

오래이다. IMF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5%대로 떨어졌고, 이마저도 2011년 이후에는 2-3%대로 

낮아졌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앞으로 한국의 전체 산업생산량은 떨어질 것이고, 신규투자는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현금을 껴안고만 있고, 확실한 이윤창출을 위해 골목상권을 필생의 경쟁자(?)로 삼아버린 현실에서 

이마저도 낙관적인 예측일 수 있다. 이제 낙수효과(trickle effect)로 인해 떨어지는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그(그녀)는 개용 남(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출산율은 1인당 1.1-1.3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이에 반비례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노인부담과 복지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모두 갉아먹을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제대로 된 조타수가 없다면,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위에 열거한 예측들이 하나 

둘 씩 조기에 등장할 지도 모를 일이다.4

  본 글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나눔의 의미가 어떻게 개인화-파편화된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참 나눔을 위해 사회적 신뢰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위기가 나눔의 가치를 변화시킨 주요한 원인임을 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적-공공적 가치(사회적 신뢰)의 회복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주간경향』, 2015년 6월 2일 1128호, 26면.
4.  특히 주변국의 기침 한번에 메르스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대외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분명 앞으로의 경제위기는 수출주도의 대기업들로 하여금 현금보유량을 늘리게 할 것이며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신규투자를 꺼리고 상시적이고 자발적인 고용감축에 나설 것이며 그로 인해 20-30대 젊은 층들은 갈 곳을 
잃어버릴 것이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가계 경제는 악화되고, 가계는 지갑을 닫을 것이다.

참 나눔의 구현을 위한 사회제도적 조건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중심으로

류성희 (뉴욕 주립대학교 빙엄턴 캠퍼스/사회학)

위기의 한국사회와 나눔의 의미

   한 때 한국사회에 피케티(T. Piketty) 열풍이 거세게 몰아붙였던 적이 있었다. 이는 피케티가 던진 화

두 때문이다. 피케티는 r>g1 라는 부등식을 제시했는데, 이를 간단히 풀어내면 오랫동안 자본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부의 분배에 있어 양극화가 심해짐을 뜻한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

을 크게 웃돌 때는 물려받은 재산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의 집중도는 올라가지만, 경제적 부의 양극화는 심화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켜켜

이 축적된 한국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주제에 불을 지폈다.

  피케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주로 다루었지만,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위 1%는 자신들의 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지식인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포획은 궁극적으로 ‘1%를 위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그 

본성상 ‘양극화된 사회’를 추구하고 다수의 복종을 강요한다. 한국사회에서 유행한 “갑질 문화”는 

이를 잘 대변한다. “갑은 ‘영원히’ 갑, 을은 ‘영원히’ 을” 인 것이다. 작년 유행한 음료 광고의 

말처럼 “광고주는 갑, 나는 의리”라도 외쳐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소수만을 위한 

사회에서 대다수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 생존경쟁을 펼친다. 물론 2014년 겨울에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처럼, 가뭄에 콩이 나듯 을(乙)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갑(甲)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을(乙)은 갑에게 도전하기보다 같은 카테고리에 존재하는 무수한 을(乙)과의 차별에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병(丙) (:갑의 횡포조차 겪지 못하는 실업자와 구직자들을 지칭)을 딴 나라 사람으로 

취급해버린다. 이런 점에서 같은 감정노동자라 하더라도 은행원은 고급스럽게, 114 전화안내요원은 

저질스럽게 갑질 당하는 것이고, 병(丙)은 그러한 갑질조차 당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인으로 치부된다. 

이제 갑질이라도 당할 수 있어 다행인 사회가 된 것이다.2  그래서 그런지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에서 보여준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오너일가에 대한 후안무치한 충성심은 정작 회항을 

지시한 당사자보다 더 당당해 보였고, 사무장에 대한 뻔뻔한 회유책을 보면서 왜 갑질도 “고급”스럽게 

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했다.

1.  여기서 r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을 뜻하며, 자본에서 얻은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을  자본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g은 경제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한다.” (토마 피케티, 2014: 39).

2.  에티엔 드 라 보에시, 『자발적 복종』, 심영길·목수정 옮김. 생각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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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기부는 어떻게 한국사회의 기부형태의 주가 되었는가?

간략하지만 앞에서 우리는 나눔의 가치가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개인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화된 가치가 나눔이라는 공공선의 영역에까지 침투할 수 있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의 주장을 빌리고자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효율성을 지향하는 체계(화폐 혹은 권력)의 명령이 생활세계 그리고 공공선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면서 

소위 생활세계(공공선의 영역) 를(을) 유지하고 있었던 의사소통적 세계를 식민화시킨다고 바라봤다. 

“(체계)의 이데올로기적인 본성은 체계의 자발적인 하위체계들이 밖에서부터 생활세계 안으로 

침입하게 될 때 드러난다. 마치 식민지 주인이 부족사회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Habermas, 

1987: 355).”

체계의 침투는 생활세계의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 자체를 물화시킨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이런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the colonization of lifeworld) 논의는 한국사회 

내 나눔 가치의 개인화/파편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 된다. 왜냐하면, 진전된 자본주의는 

개개인들을 분리시키고, 그에 따라 자본 이외의 다른 사회적 힘의 작용에 반응하지 않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힘의 길든 개인들은 사회적 행위 혹은 공동체적 삶을 개인적 행위 (혹은 개인적 삶의 

연장) 으로 둔갑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시․공간을 축소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은 자본에 길들여져 상태로 나눔 가치를 실현한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진화는 인간의 본성을 보다 자본의 본성에 가깝게 만든다. 모든 공간을 자본의 

흐름이 가능한 영역으로 만드는 반면 모든 공간에서 비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한다. 자본의 흐름을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어떤 영역이라도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소위 자본의 사회포획이라고 일컫는 상황이 나눔의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들의 나눔은 개인화되고 또 개인화된 효용으로 간주된다. 베블렌 (T. Veblen)이 언급한 “과시적 

소비”가 나눔의 영역에서는 ‘과시적 기부’가 되며, 보드리야르(J. Baudrillard)가 지시한 “기호의 

소비”가 나눔의 영역에서는 ‘기부의 소비’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눔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러한 개인화된 나눔의 가치는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인터넷 봉사단체 카페를 통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30분만 짬을 

내면 아프리카의 5세 어린이와 기부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처럼 누구나 개인화된 나눔의 가치를 

즐기는 시대에 이제 ‘사회적인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시나브로 제외되기 시작했다. 개인화된 

기부행위가 일반화된 사회하에서는 누구도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부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쾌활하게 (그러나 타자와의 소통․친밀성 없이) “개인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례 없는 

기부형태가 타자를 소멸시켜 버린 것이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압박(?)을 선사 받았다. 그리고 기부라는 공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세울 수 있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개인화된 (혹은 자기중심적) 나눔의 가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의 부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나눔의 가치마저 

변화․퇴색시켰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지만 반대로 나눔 그 자체는 개인화-

파편화되었다.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자간나트(Juggernaut)의 속성이 개인의 삶을 결정했고, 또 

개인들로 하여금 무한한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 조건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조건은 

나눔의 가치도 개인화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개개인의 나눔 크기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강철희, 박태근, 2014). 그럼에도 나눔 행동의 동기는 ‘사회적 신뢰’보다 

‘개인화된 내적 효용’ 추구에 무게가 쏠렸다. 강철희, 황지민, 오양래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검증되어온 (사회적) 신뢰는 “기부노력과 자원봉사시간 

모두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개인효용이론이나 교환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기부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인식이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부를 통해 자신에 돌아오는 효용(bene�ts)5 에 따라 타인을 향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는 현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뢰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이제 누구도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가시적 효용 

혹은 정서적 효용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마치 구원의 

좁은 문이 ‘자신’에게만 열리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기부가 또 다른 형태의 자기효용과 자기구원으로 

인식되기에, 자기중심의 나눔이야말로 현세에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선하고도 믿음직한 활동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중심의 나눔은 타인과 교류되지 않고,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기중심의 나눔은 자신(동굴)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타인과 교감하고 타인과 관계 맺으려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타자와 소통하는 장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는 

결과를 낳았다. 자기중심적인 나눔의 가치는 보편화된 ‘양적 크기’로 환원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였는가, 봉사활동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개개인은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멀어져 갔다. 나눔의 가치가 나눔을 받으려는 대상과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성취감으로 바뀌자, 오히려 나르시스적인 욕구가 되고 만 것이다.

  나아가 개인화된 나눔의 가치가 커질 때, 나눔을 받는 이들 역시도 받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나눔의 기회를 자기발전과 동력의 원천으로 삼기보다, 물질적인-경제적인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개인화된 나눔은 나눔을 받는 이들조차 소외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나만의 효용추구는 타인의 효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의 헐거움이 되었다.

5.  이수애, 이성태 (2009)에 따르면, 개개인의 기부행위에 따른 효용을 가시적 효용(외적효용)과 정서적 효용(내적효용)으로 구분한 
바 있다. “가시적 효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부로 인한 세금감면혜택이나, 사회적 위신의 상승을 들 수 있다” 반면 “정서적 
효용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개인들이 느끼는 내면적인 효용을 뜻한다. 즉 1)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2) 
심리적인 갈등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3) 자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4) 보람을 느끼기 위해” 기부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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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기부의 가치는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에 있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인간이 왜 

사회적 인간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기부행위에서 만약 기부자의 효용만을 따지려고 

한다면, 이는 결코 기부를 받는 자와의 소통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효용이론에 기초한 기부행위는 자신의 효용가치 극대화만이 최우선 사항이지, 그 외의 나머지 것 (예)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부행위의 개인화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소통단절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지역에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는 홀몸노인(독거노인)에게 

어느 중소기업이 매달 10만 원씩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자체는 분명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이 

회사의 기부 동기가 그들의 효용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다면(기부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 혹은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는 어렵다. 물론 홀몸노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홀몸노인들을 단순한 ‘기부수혜자’로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부자와 기부수혜자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기부자를 수혜자로 수혜자를 기부자로 만들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떠올려 보자.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프릿 호’와 삼성물산 소속의 ‘삼성 1호’가 부딪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78,918배럴의 원유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된 바 있다. 이 거대한 인재(人災)를 둘러싸고 언론에서는 이 지역 생태계와 

바다를 이용한 어업이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데 빨라야 10년 정도, 늦어지면 20-3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생태적 오염에 맞서서 약 200만 명의 봉사자들은 태안을 

방문해 해안가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태안 앞바다의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고, 시민들이 다시 태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생산된 

어류들을 방문객들이 소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부자와 수혜자의 위치가 바뀌는지를 

보여주었다. 분명 태안에 몰려든 200만 명의 봉사자는 기부자이고, 이들에 혜택을 입은 태인 주민 

혹은 생태계는 수혜자이다. 그러나 기부자가 기부행위가 수혜자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반대로 

수혜자들과 함께 고생하고,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힘쓰자, 기부자들은 몇 년 만에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즐길 수 있었고,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어류들을 맛볼 수 있었다. 

기부자가 수혜자와 함께 공동체의 복구에 힘쓸 때 어떻게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동시에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기부자와 더불어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수동적인 그래서 

‘기부받는 자’에서 ‘줄 수 있는’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자’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부행위의 이분법적 구분 ‘기부자/수혜자’를 넘어서, ‘기부자의 수혜’ ‘수혜자의 기부’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반대로 사회적 신뢰가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기부자가 기부자로만, 그리고 수혜자가 수혜자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신뢰는 

기부자를 보다 수혜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인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삶을 가능케 하는 정신 문화적 가치이다. 우리가 기부라는 방식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자 

할 때, 사회적 신뢰는 타인과 나를 같은 시․공간에 공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사회적 신뢰라는 밑바탕 

기부를 사회적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화가 진전된 기부문화의 그늘에서, 늘어난 기부금과 기부활동은 철저히 분업화된 

사회 시스템 속으로 녹아든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같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기부단체에 

몸과 돈을 맡기는 것이 익숙해졌다.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서 말이다. 그러나 개인화된 기부는 기부 관련 사회단체의 덩치만을 키울 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강화시키지 못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개인화된 기부행위가 어떻게 

소외되고, 파편화되는지 모르는 채, 한국사회의 기부체계만 정교해진 셈이다. 이는 기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부 물품이나 금액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에 관심이 없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보다 얼마나 모금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감시역할을 

하는 미디어(특히 방송과 신문영역)조차 얼마를 모금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는 한국사회의 기부단체만을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달자를 자처하는 기부단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정작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고, 이는 ‘기부’를 ‘기부자-기부단체’/‘기부단체-수혜자’로 이분화 혹은 분절화 시켰다. 

결국 기부를 하는 자와 기부를 받는 자 사이의 신뢰구축은 점차 어려워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기부단체가 ‘기부자’ 과 ‘수혜자’를 더욱 파편화․개인화시킨 것이다. 기부자는 주로 기부단체를 

‘통해서’ 수혜자와 소통하고, 수혜자는 기부단체를 ‘거쳐야’ 비로소 기부자와 만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자와 수혜자는 서로에게 타자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부가 개인화된 상태로 남게 되자, 기부를 통한 소외감은 더욱 심화되었다. 기부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으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 소극적 

자유였다. 그렇다면, 개인화된 기부를 보다 사회적인 것,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나눔의 가치를 사회적 신뢰로 전환하기

나눔 가치의 개인화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이전 파트에서 다루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눔의 가치가 더욱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화가 진전된 

사회 내에서 사회적인 것의 회복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폴라니(K. Polanyi)의 

논의에 잠깐 눈을 돌려보자. 자기 조절적 자유주의 시장경제 (폴라니는 이를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로 비유했다)를 신의 섭리라 생각하던 시절, 그에 반해 등장한 “사회주의,” “파시즘,” 그리고 

“뉴딜 정책” 등이 사회적인 것의 복원을 이루려 노력했다고 그는 바라봤다. 그럼에도 폴라니의 

주장을 그대로 빌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폴라니가 살았던 시대 상황과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폴라니의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념논쟁과 그에 따른 상충하는 정책들이 실험적으로 

선보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이념과 사회정책이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통일되었고, 

이러한 경계 내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작금의 자유주의적-

개인화된 힘에 대항하는 사회적인 기부의 가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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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점에서 나는 김덕용(2012)의 기부에 대한 일차원적 정의7는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눔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한다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  이런 점에서 

기부행위는 기부자와 수혜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앞의 홀몸노인 문제를 다시 예로 가져와 

보자. 최근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 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늘어나지만, 그에 발맞추어 유아들의 (특히 유치원 들어가기 전 4-7세 사이)의 보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은 미비하다. 그러나 만약 커뮤니티 내 사회적 신뢰가 강화된다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자유양육은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홀몸노인들과 공생할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신들의 자발적이고 최소한의 나눔을 통해 주위 

홀몸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도와준다면, 홀몸노인들은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일정 시간 동안 

돌보게 함으로써 홀몸노인들의 외로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홀몸노인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부자와 수혜자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표 1. 개인화된 기부와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부의 비교

가치 방향 관계

개인화된 기부 개인의 물질적 ․ 정신적 효용추구 위에서 아래로 (파편적 관계) 일방적 관계(기부자/수혜자)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부

‘집합적인,’ ‘단결력 있는,’ 그리고 

‘끈질긴’ 연대 추구
아래에서 위로 (친밀적 관계)

변증법적 관계(기부자의 수혜 

혹은 수혜자의 기부)

결론: 나눔의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IMF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의 사회, 문화, 경제의 토대를 바꾸어 놓았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영․미 주도로 만들어지고 난 후 그 파괴적 영향력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 한국 사회만은 OECD에 가입(1996년)했다는 즐거움에 도취해 

있었다. 그로부터 꼭 1년 뒤 즐거움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한국은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음해야 했다. 한보그룹, 삼미그룹, 진로그룹, 삼립식품, 한신공영, 기아, 해태, 쌍방울, 뉴코아, 

온 누리 여행사, 동서증권, 고려증권, 나산그룹, 극동건설, 대우 그룹 등이 부도사태에 직면했고,

쏟아지는 “명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업을 잃은 실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치킨집(자영업)열풍에 불을 댕겨야만 했다. 한국의 통화는 저평가되어 환율은 달러당 

2,000원에 육박했고,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곤두박질 쳤다.

7.  “‘기부(donation)’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정된 방식이나 조직을 통해 금품, 
용역(자원봉사활동),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부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현상을 기부문화(donation culture)라는 개념으로 지칭한다” (김덕용, 2012: 49). 

하에서 내가 타자를 향해 나눔을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타자에게 무엇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더욱 능동적일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예시(홀몸노인)를 가져온다면, 사회적 신뢰의 강화는 

홀몸노인들의 경제적 궁핍이 지속해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회적 보호망의 건설로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국가와 사회적 단체를 통한 느슨한 사회적 보호망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그리고 

자발적 참여로서 소외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더는 홀몸노인의 경제적 궁핍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회적 신뢰가 참 나눔의 구현을 위한 사회 제도적 조건에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첫째, 사회적 신뢰는 결코 몇몇 개인들의 모임 혹은 느슨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기부행위에 있어 정기적이고 조직화한 형태보다 일시적 혹은 

파편적인 기부행위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된 형태의 기부는 결코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보다 ‘집합적인,’ ‘단결력 

있는,’ 무엇보다 ‘끈질긴’ 연대가 요구된다. 한 예로 우리는 꿀벌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찾아볼 수 있다. 꿀벌들은 자기의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면서, 커뮤니티 결속을 강화한다. 꿀벌들의 사회 속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을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아’로 정체시킨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행위에는 언제나 

더불어 사는 가치가 잉태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신뢰의 강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폐쇄적이거나 비민주주의적 성향을 

띠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신뢰의 시작은 작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지속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도 기부를 통한 사회적 신뢰의 구축은 여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움직인다. 실제 

한국사회의 기부금 문화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기부나 정부의 보조금이 절대적이다 

(고경환, 2011).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개인화-익명화된 나눔의 일반화를 초래할 것이며,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업이나 

정부주도의 사회적 신뢰 구축이 커뮤니티 중심의 나눔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6 이런 점에서 

정부(정치적 힘의 작용 결과로서)나 기업 중심(사적 효용을 우선시하는)의 기부행위보다 커뮤니티 내 

자발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와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혹은 지역사회 속에서 나눔이 결코 

폐쇄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신뢰에서 이분법적 구분 (주는 자 - 받는 자)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기부행위의 

사회적 신뢰구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기부행위를 ‘주는 자 - 받는 자’의 일방적인

6.  또 다른 취약점은 정부 (정치적 힘의 작용에 따른 나눔)나 기업 중심(사적 효용을 위한 기부)의 나눔의 크기는 그 내재적 특성상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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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미래의 경제전망을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비록 

IMF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2016년 현재 한국의 경기는 디플레이션 상태로 깊숙이 한 발을 넣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 역시 긍정적인 낙관보다는 부정적인 회의가 다수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 빈곤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2010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 둘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8 되었으며 (즉 길 가다 마주치는 65세 이상의 고 연령자 2명 가운데 1명은 중간 소득의 

50% 이하로 사는 이들이다), 2016년 신흥국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9

  이러한 경기침체는 그동안 쌓아 올린 한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했고, 개인들을 철저히 

호모이코노미쿠스형 인간(homo economicus)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개인 생존’을 외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침체와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된 것은 바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었다. 예컨대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정․재계의 무능력과 방만한 운영(정부의 무리한 

금융정책 전환과 대기업들의 족벌경영 및 과도한 해외투자에 따른 부실경영)때문에 일어났지만, 

국민은 이를 대한민국의 위기라 여겼고, 모두가 함께 대응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2의 건국”이라는 

구호 아래 모여든 국민은 집안에 소장하던 “금”을 꺼내 국가와 대기업을 대신해 빚을 갚았다. 말 

그대로 국민이 나서서 국가와 대기업의 채무를 해결하려 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었다. 이렇게 모은 

금으로 외채를 갚고, 또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당시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평가에(핏치(Fitch IBCA), 무디스(Moody's),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s)) 

울고 웃었다. 등급이 올라가면 전 국민이 웃었고, 한 등급이 내려가면 함께 슬퍼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적 위기사태 (IMF 외환위기 혹은 태안 기름 유출)에서 나눔 가치가 어떻게 공공화될 수 있는지를 

몸소 체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가치에 있어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이 더딘 이유는 

아마도 위기상황에서 터져 나온 나눔의 공공성이 아직은 일상으로까지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가치는 바로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동시에 어떻게 

나눔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의 안전망을 확인하는 

기준인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울타리이다. 이런 점에서 나눔의 사회적 조건은 

사회적 신뢰의 구축․강화로 나타나야 한다. 사회적 신뢰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나눔을 보다 작은 단위로 확산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경제적 침체상황에서 나눔의 사회적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공동체의 

파괴와 공공성의 상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는 나눔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구축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가 주위를 

둘러볼 때이다. 자신과 주위의 이웃 공동체를 위해 나눔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8.  한계레 신문, 2015년 5월 12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0818.html
9.  경향신문, 2016년, 3월 8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818211&code=920100&m

ed=khan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140 141

2.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가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인간성’의 상실은 

다른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장소, 타자와 마주칠 열린 공간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것에 앞서 그들, 저편, 저쪽과 마주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소통의 

공간, 즉 인간성은 왜 갑자기 없어지게 된 것일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인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원자화된 개인들이 되어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일까? 만약 인간성이란 것을 앞의 

논의로 미루어 타자와 마주할 공간의 마련, 타자를 향한 열림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은 산업화와 공업화 등의 상황적 여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만일 산업화, 공업화 당시 격리된 

칸막이와 과도한 노동 시간으로 인해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 곧 소통의 부재로 이끌고 갔다는 

등 따위의 설명이 붙는다면, 이것은 현대에 이르러 급격히 변화한 소통의 공간적 지형, 온갖 온라인 

매체로 열려있는 현대 사회의 공간 속에서 의사소통의 상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산업화, 공업화 

시대에 비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공간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매체에서는 사람들이 이동 거리라는 것을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물리적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대적 소통에 있어서의 시간적 

요소를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가 진행되고 나서 많은 상황적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일 인간성이 상실된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황적 여건이 변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상실된 

인간성은 회복되었어야 하거나 적어도 회복될 조짐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먼저 제기된 질문을 다시 

다음의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보아야 할 것 같다. ‘인간성’, 즉 ‘타자에 대한 열림’은 존재했던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환기시킨다. 하나는 ‘타자에 대한 열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 다른 하나는 ‘인간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이다.

먼저 인간성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일 ‘타자에 대한 열림’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즉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도대체 인간성의 상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성은 상실되었다. 그러나 없었던 것이 상실될 수는 없으므로 인간성은 존재했다. 

따라서 여기서 상실된 인간성은 앞에서 말한 ‘타자에 대한 열림’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간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앞에서 말한 의미의 인간성, ‘열림’이라는 견지에서의 인간성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파괴된 인간성, 그것은 바로 한때 사람들의 생각을 휘어잡았고, 그리고 

지금도 완화된 환상의 형태로서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 저편의 타자들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다.

우리는 리오타르의 저작에서 ‘모던적’이라는 말을 통해 모더니즘이란 무엇일지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은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적 조건’이라는 저작에서 인용한 것이다.

“예컨대 진리치를 지닌 진술에 관한 발화자와 수화자간의 합의의 규칙이 이성적 정신들의 가능적 

일치라는 전망 속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이것이 바로 계몽적 

새로운 인간성과 참 나눔을 위하여

이승환 (전북대학교/행정학)

   1. 인간성 상실의 시대

참 나눔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간성’이란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참 

나눔에 대해 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 매우 긴급히 ‘다시’ 얘기해야할 개념이다.

포럼의 주제 예시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관계의 복원의 관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드리야르는 자신의 저작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현실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한다.1 그렇다. 인간성은 파괴되었다. 우리가 

인간성의 회복 혹은 복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성은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의 작품 ‘상실의 시대’를 

보자.

“하지만 물론 그가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아마 그는 어쩌면 

나를 다른 누구와 착각을 했는지도 모른다.”2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인 와타나베는 줄곧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작품 속에서의 

와타나베가 겪은 모든 대화, 그의 연인 나오코와의 대화도, 혹은 잠깐 사귀었던 미도리와의 대화도, 그 

모든 이와의 어떠한 대화도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마음이 통한다싶으면 돌연 광기 

속으로, 결정불가능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자가 

내는 소리는 더 이상 어떤 의미로 들리지 않고, 음울하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들의 의사소통은 매우 우연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의사소통은 피상적일 

뿐 ‘진정한’ 말은 오고가지 않는다. 오로지 말을 하기 위한 말이 거기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려낸 인간성 ‘상실의 시대’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오직 이것뿐인가? 단순히 인간성 상실이 문제라면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면 

그만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들─관용, 포용, 

너그러움 등─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실된 인간성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상실된 인간성 주위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인간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 적어도 필자 본인이 인간성에 대해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아직 필자 본인은 참 나눔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1.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2012. 사라짐에 대하여. 민음사. 13쪽.
2.  무라카미 하루키. 유유정 (역). 2010.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사.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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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설정한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타자를 배척하거나 흡수하는 동일성의 철학. 들뢰즈는 

‘동일성과 유사성은 단지 전조의 작동방식이 체계 전반에 가져온 통계적 효과에 불과’5하다며 이러한 

동일성의 신화를 비판했지만, 사실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동일성 체계의 효시라는 철학적 혐의가 걸린 

플라톤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더니즘적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일성의 

관점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여전히 효과적이다.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이 상실된 것이고, 

환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여전히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상이나 허구가 현실에 작용하고 있는 영향력이 지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 자크 데리다의 ‘마르크스의 유령들’,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시뮬라시옹’ 등은 모두 ‘가상적인 것이 갖는 힘’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 중에서 기 드보르의 저작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현대적 생산 조건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든 삶은 스펙타클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난다. 매개 

없이 직접 경험했던 모든 것이 표상 속으로 멀어진다.”6

드보르가 말하는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7로, 스펙타클은 사람들의 실제적 관계를 자기 자신으로 대체해버린다. 즉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스펙타클 없이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허구는 실제를 대체한다. 사실 예를 찾기 위해 이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현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된다. 영토, 민족, 국가의 대외적 주권이라는 개념들은 모두 모더니즘적인, 이제는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자신의 정당성을 거의 부정당한 동일성의 철학을 토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했다 .  하지만  상실한  인간성은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다. 이 인간성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모더니즘적 인간성을 통해서 소통하는 ‘척’만 했다는 것을. 물론 이 

인간성이 완벽하게 상실된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여러 가지 환상의 형태로 우리의 눈에 띄곤 한다. 

만일, 이러한 종류의 환상에 불과한 인간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인간성이 상실되었다면 국가, 사회, 

이익집단 등 집단적인 어떠한 것도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소통하는 척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이러한 없어진 것의 잔재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렇지만 

모더니즘적 인간성이 활개를 치던 시절보단 덜 갖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의 

부재에 직면한 우리의 이점이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던 도덕적 거대 담론이 흐릿해진 지금 우리는 

이제야 ‘새로운 인간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인간성’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진정한 인간성을 위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즉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이란 것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의고주의적 

도덕 담론을 하자는 것이 될 것이며, 또다시 사이비 휴머니즘으로 회귀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인간성, 타자에 대한 열림, 타자와 마주칠 공간에 대해 말해야 한다.

5.  질 들뢰즈.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270쪽.
6.  기 드보르. 유재흥 (역). 2014.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 15쪽.
7.  위와 같은 책. 15쪽.

이야기이며, 여기에서 지식의 영웅은 윤리적‧정치적으로 선한 목표인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3

쉽게 말해서 모던적이라는 것은 계몽한 이성이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즉 기준을 자기로 설정하여 

자기-동일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성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모던적인 것의 일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더니즘은 

기준의 설정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배제를 본질로 함의하고 있다.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란 

정확히 모더니즘을 윤리화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란 것도 역시 모더니즘의 이러한 

자기-동일성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일성의 토대 위에 세워진 모더니즘적 인간성은 

이성적 인간, 도덕적‧윤리적 인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선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을 그려내고 있다. 즉 

모더니즘적 인간성은 바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이라는 이상형을 설정하고 있다. 이상형은 동일성 

체계의 기준의 한 형태이며,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열등한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교화되거나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배제해야 할 것이 된다.

이 지점에서 괴테의 ‘파우스트’의 결말부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생활이건 자유이건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위험에 둘러싸여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건실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나도 그러한 무리를 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더불어 살고 싶다. 

그때는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하고. 내가 이 

지상에 남긴 흔적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이런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며 나는 이제 최고의 

순간을 맛보는 것이다.”4

파우스트는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쓰러진다. 현자는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말한다. 다음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맨 처음 계약했던 것,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꺼냈을 때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그 계약은 동일성 체계의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지혜’, 이성이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상적인 형태에 다다른 그 순간을 자기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언명, 자신과 ‘동시대’에 머무르라는 언명은 ‘악마적인 가치’가 된다. 악마는 현자의 그러한 동일성-

인식론적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 현자는 ‘자기’에 속할 수 있도록 세상을 재단한다. 심지어 그렇게 

세상에 남긴 재단의 흔적은 그가 예언적으로 염원하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악마가 인정할 정도로 악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악마적인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인간성이 

타자와 다른 이들이 마주보며 소통할 수 있도록, 즉 타자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보였던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모더니즘적 인간성이 포착할 수 없는, 그 인간성이 이해할 수 없는,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삶, 행동, 생각, 주장은 이 공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인간성이 제공한 것은 소통의 공간이 아닌 

타자에 대한 살인과 식인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더니즘적 인간성을 내세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사이비 휴머니즘에 불과하다. 거기에 타자를 위해 열린 진정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이현복 (역). 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광사. 14쪽.
4.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박석일 (역). 1991. 파우스트. 하서출판사.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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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로이’의 주인공은 거동수상자로 경찰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 물론 ‘몰로이’의 주인공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했다면 주인공은 그저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자전거를 이끌고 매우 이상한 

자세로 움직였다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선 결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 하나의 법을 체감하게 된다. 그리고 뒤이어 ‘몰로이’는 다른 종류의 관용을 보여준다.

“한  가지를  말하겠는데 ,  사회복지사들이  여러분에게  무료로 ,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강박관념이니까, 졸도 방지용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면, 아무리 뒷걸음질을 쳐도, 그들은 손에 구토제를 

들고 땅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다. 구세군들도 결코 그보다 낫지 않다. 아니다, 자선 행위에 

대해선, 내가 알기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11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이란 또한 ‘베풀기’다. 베푼다는 것은 항상 비대칭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베풀 무언가를 베푸는 순간에는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풀기의 대상은 가지지 못한 쪽이어야 한다. 

베풀기의 정의상 ‘저쪽’은 가져서는 안 된다. 베풀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결코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러선 안 되기 때문에, 베푸는 자들은 ‘구토제’를 들고서라도 저들을 베풀기에 마땅한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이 베풀기의 본질적 전제이다. 일본의 식민사관과 제국주의들의 논리의 바탕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종류의 베풀기-관용의 정신이다.

진정한 열림이란 이런 종류의 관용적 개방이 아니다. 열림이라는 것은 블랑쇼가 말한 ‘공동으로-

있음’12, 배제의 근거가 와해된 상태에서 타자와의 마주침을 의미한다. 이 존재론적 상태는 사실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 모든 동일성에 근거한 사유는 타자의 앞에서 그 기반이 와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는 ‘타자’와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면 결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우리가 타자와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열림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가 파괴될 정도로 

위험하고, 진동하는 순간에 서있어야 한다. 그 순간에야 말로 우리는 타자와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사유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장으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상태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옹호자들에게는 사유의 무규범 상태, 위태로운 무질서 상태로 

여겨져 거부감을 가지게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반응은 데리다가 사용한 의미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가면역적 반응’13이다. 정확히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움직임은 데리다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살해적이며,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자살적이다. 사실 이러한 자아는 빠르든 늦든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속담은 자기동일성의 폐쇄적인 자해의 움직임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

11.  위와 같은 책. 35쪽.
12.  변광배. 2013. 호모 코뮤니타스: 바타이유와 사르트르의 사유를 중심으로. 극단의 경험-양차 대전 사이의 문화와 예술. 51-

67쪽. 프랑스문화예술학회. 62쪽. ‘공동으로-있음’은 타자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나’의 권한, 권능, 능력의 한계가 되는 
타자와 함께 존재하는 것, 타자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공존의 상태를 말한다.

13.  자크 데리다. 이경신 (역). 2004. 불량배들. 휴머니스트. 91쪽.

   3. 새로운 인간성

마주할 수 없으면, 그리하여 소통할 수 없으면 또한 나눌 수도 없다. 참 나눔을 위해 ‘인간성’을 

말해야 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마주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해진 ‘열림’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개방적인, 개방된 사회를 이야기하곤 한다. 다양한 그들을 관용적으로 포용하는 개방의 사회. 듣기 

좋은 말들이 나열된 ‘개방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개방 사회는 

근본적으로 ‘관용’을 토대로 두고 있다. 저들, 저 편에 있는 타자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미지인 

개방 사회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질 것이다. 하지만 이 관용의 정신, 참고 받아들이는 이 정신은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완화된 잔재에 불과한 것이다. 관용적 공간, 참고 받아들이는 공간에서 순조롭게 

대화하던 이들은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가차 없이 배제시킨다. IS 등 무장조직들의 테러, 

샤를리 에브도 사건 등의 가장 큰 피해는 인적, 물질적 피해가 아니다. 이것의 진정한 피해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현대적 박해다. 이 현대적 박해는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진다. 

지젝의 말에 따르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인간’을 지향하는 서구 사회, 특히 프랑스 행정 당국은 

차도르를 두른 이슬람 여학생의 ‘참을 수 없는 외관’을 지적하며 그 차도르를 벗으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지젝이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이슬람이라는 ‘타자의 금지’를 금지하는, 따라서 ‘금지의 

금지’라는 보편적 형태의 금지로써 차이의 균일화라는 세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8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용의 정신이다. 보편적 시민인 ‘내’가 참을 수 있게 차도르를 벗으라는 

관용. 그들의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 일탈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러한 것들을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박해를 아감벤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현대 

서구의 국민들이 이슬람 여성의 차도르나 히잡의 착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모름지기 

현대적 국민이라면 벌거벗어야 한다는 생명관리정치의 패러다임에 감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즉 생명관리정치를 위해서는 백일하에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하고, 따라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벌거벗어야 한다.9 이러한 패러다임 역시 모더니즘적인 것이고, 관용의 뒤편에서 작동하고 있는 논리 

중 하나이다.

사무엘 베케트는 ‘몰로이’에서 일종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용’을 묘사한다.

“그 때 나는 정상인을 위한 법과 불구자를 위한 법, 두 개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뱅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기쁜 자든 슬픈 자든,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오직 하나의 법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할 것 같았다.”10

8.  슬라보예 지젝. 배성민 (역). 2015. 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생각들. 글항아리. 79-80쪽.
9.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새물결. ‘호모 사케르’의 논의는 전체적으로 벌거벗은 생명을 논하고 있지만 

특히 240-241쪽.
10.  사무엘 베케트. 김경의 (역). 2008. 몰로이. 문학과 지성사.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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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더니즘에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자는 의미일까? 결국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필요없다는 허무주의적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낸 집단적인 어떠한 것들, 법적, 제도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동일성의 철학에 

대한 대안철학으로서 타자에 대한 열림을 말하고자 하는 특이성 혹은 이질성의 철학이었다. 이것은 

동일성의 철학에 기대고 있던 모든 것의 허무주의적인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의 변경은,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일성의 철학 주위로 배치되어 있던 여러 현실적 제도들이 

이질성의 철학의 주위로 다른 연결 방식과 배열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나눔을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17 타자에 대한 열림을 말하는 것,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어떤 현실적인 것도 배제하고자 

하지 않는다. 정확히 관점의 변경은 현실적인 것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것을 배제하고서는 열림을 실현하기 위한 온전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 푸코의 한 인터뷰를 인용해보자.

"나는 기능상 근본적으로─그 진정한 본질에 있어서─해방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자유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이런저런 제약들을 조정하고 더 유연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깨부수고자 하는 많은 기획들이 있지만, 이러한 기획 가운데 어떤 것도 단순히 그 본성상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줄 수는 없으며, 기획 그 자체만으로 자유가 확립되게끔 할 수도 

없습니다.“18

그는 자유를 실현하게 하는, 따라서 자유를 본질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그 어떠한 기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의 저작을 살펴보면 어떠한 제도나 규율이 절대적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을 

때, 사회과학 계열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곤란함은 푸코가 서술하는 

감옥의 역사에서  어떠한 체제에 대하여 가치판단적인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결정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 ‘감시와 처벌’에서 

‘신체형’이라는 것이 나쁜 가치를 담지하고 있어 보이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도 푸코는 체사레 벡카리아 

등 형벌의 경감 원칙을 주장하여 ‘신체형’을 제시한 자들이 결코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형벌제도가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명확히 말한다.19 푸코의 다른 저작을 

좀 더 살펴보자.

17.  이정우 외 6인. 2007. 들뢰즈 사상의 분화. 그린비. 135-140쪽. 특히 배치의 아이디어.
18.  미셸 푸코.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72쪽.
19.  미셸 푸코.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149쪽.

현실적으로 여전히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마지막 남은 잔재를 통해 ‘자기’ 기준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움직임, 위에서 말했듯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의고주의적 태도가 강화된 도덕적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타자에 대한 태도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것 혹은 이미 죽은 것의 
부활은 이처럼 끔찍한 형태로 실현된다. 이미 파괴된 것이 다시 살아날 때, 정확히 이러한 것들은 
‘살아 있는 망자(Living dead)’14가 되며, 현실적인 영역은 정확히 토도로프가 말한 경이 장르15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초현실적인 영역에 도달한 현실은 장막으로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자기-
동일성의 기준만을 바라본다. 이것이 가장 최악의 결말이다.
타자와 마주하는 사유는 결코 부드럽거나 온화하지 않다.
“그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는 사유, 사유하는 자에게도 그 밖의 다른 이들에게도 일체 고통을 

주지 않는 사유는 도대체 사유일 수 있을까?”16

들뢰즈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처럼 사유의 본질적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정태적인 사고가 아닌 사건의 영역에 속하는 사유는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곳에서 모더니즘적 인간성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둘 이상이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그 자체로 인간성이라는 공간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인간성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간성을 위한 열림은 이러한 것이다.

4. 참 나눔의 조건

우리는 새로운 인간성과 함께 마침내 참 나눔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타자와 마주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먼저 타자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일컬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 ‘이해 불가능한 것’, ‘저쪽에 있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이들과 어떻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대답하기에 앞서 새로운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참 나눔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우리의 논의에 걸린 혐의를 풀고자 한다. 우리에게 걸린 혐의는 다름 아닌 구체적인 수단의 부재이다. 
우리에게 혐의를 건 자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우리의 이러한 논의는 너무 현학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타자’에게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이거나 법적인 구체적 실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중언부언 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하며, 나눔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논의는 실제적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도 모더니즘적 인간성에 대한 잔재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눔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베풀기-관용과 다를 바 없다.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 의미로서의 나눔은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나눔에 기초한 제도나 법은 역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차원에서 법, 제도적 근거라는 것은 여전히 어떤 자기를 상정하고 있다. 
모더니즘적 나눔을 통하여 저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베케트의 
‘몰로이’의 구토제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주장은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4.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역). 2009. 시차적 관점. 마티. 49쪽. 그러나 지젝이 사용한 맥락과 유사하진 않다.
15.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역). 2013. 환상문학서설. 일월서각. 87-88쪽. 토도로프에 따르면 경이란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떠한 합리적 설명 없이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도로프는 이러한 내용의 소설을 경이 장르로 분류했다.
16.  질 들뢰즈.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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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을 통해 타자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분명 위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다시 바꾸어서 말해야 한다. 실천을 통해 타자와 도대체 나누지 못할 

것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만일 우리가 관점을 바꾼다면 그들과의 마주침을 통해 나누지 못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주침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공유의 순간이다. ‘나’는 ‘그’가 여기에 

‘그’로 있음을 안다. 그는 앞으로 절대적 그이고 결코 나는 아니며, 나와 비교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은 유사성뿐이다.

5. 결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행한 논의를 정리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모더니즘적 인간성과 

새로운 인간성에 대하여, 또 타자에 대한 열림을 전제로 하는 실천과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참 나눔에 

대하여 말했다. 실천이라는 것은 무매개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상성을 띠는 법이나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참 나눔을 말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열림’, 혹은 ‘마주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참 나눔은 실천을 본질적인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실천을 바탕으로 둔 참 나눔을 본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그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참 나눔이 현실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실적인 제도를 필요로 한다.

실천-이질성의 장에서는 나와 타자, 서로 다른 것이 동시에 마주보고 있다. 게다가 그 둘은 서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타자와의 열림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공간은 본질적으로 ‘사건’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즉 이 

공간에서는 어떠한 것도 정태적일 수 없고 그야말로 ‘사건 속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며 우리 자신도 

변화’22하기 때문에 정태적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속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마주침의 장에서 참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실천뿐이며 그것을 통한 현존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들의 재배치와 새로운 

결합을 통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참 나눔은 결코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실천적 재배치와 새로운 결합을 통해 타자와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타자’가 존재하느냐는 물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계몽주의적 

이성에서 엇나가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계속 엇나가는 존재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지당한 물음이다. 그러나 타자의 현실적인 이름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차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려왔다. 약간 미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소록도 한센병 환자 마을’, 고려의

22.  질 들뢰즈 외 1. 이정임 (역). 1999.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63쪽.

“그러나 서로 다른 시대의 매우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토록 자주 언급되곤 하는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일 질문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범주 아래 

전혀 다른 현실들을 뒤섞어 놓는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20

바로 이어서 푸코는 세 가지의 변별적인 ‘개인주의적 태도’들의 특성을 나열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코는 이 세 가지의 개인주의적 태도 중 어떤 특성이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고대 로마의 

개인주의,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적 개인주의, 군사 귀족 계급적 개인주의로 나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21 우리가 곧잘 공동체주의 해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는 하는 개인주의는 사실 이토록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가 공동체주의 해체를 담지하고 있는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이런 식의 푸코의 서술은 많은 이들에게 푸코가 우유부단하고 결론조차 짓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정확하게 오해이다. 그가 자신의 저작을 통해 보여준 

이러한 움직임은 단 하나의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바로 자유라는 것이 달성해야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이기 때문에, 동태적인 활동의 장에서만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라는 점, 따라서 절대적으로 전복하고 파괴시켜야할 어떤 것─푸코도 언급한 바 있는 

강제수용소와 같은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현실적인 영역에서의 실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푸코의 ‘애매한’ 저작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어떤 기획, 제도, 심지어 도덕도 그 자체로 어떠한 이념을 담지하고 

있다거나 어떤 악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고, 극단적인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그 자체로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여기서 실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실천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실천의 움직임은 무언가에 매개된 움직임일 것이다. 매개는 추상성을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다.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출발한 어떤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경유해서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추상성은 또한 고전적인, 여기에서는 모더니즘적인 제도나 

활동들의 성질을 잘 표현해준다. 매개적인 추상성은 모더니즘적 ‘자기’를 경유해서 타자를 대한다. 

여기서 타자는 ‘자기’에 비교해보았을 때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는 위에서 

말한 바와도 같이 매우 ‘비인간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은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상적 활동이 근거를 두고 있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라는 기준이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추상적 

활동이 매개하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라는 것은 진동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가치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며 자신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모더니즘적 ‘자기’가 타자를 용납하는 순간은 오로지 

‘자기’의 척도에 비례해서 열등하거나 우등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즉 참을 수 있을 때뿐이다. 

타자에 대해 열린 공간에서, 타자와 마주하면서 행하는 움직임 속에서 추상적인 것이란 어떠한 것도 

생각해볼 수 없다. 추상적이지 않기에 실천은 또한 무매개적이다. 무매개적인 것은 어떤 것의 앞에서 

어떠한 목적-수단의 체계도 세울 수 없다. 매개적 추상성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위계적 질서 하에 

대상화할 수 있는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무매개적이고 즉시 대해야하는 실천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활동은 불가능하다. 정확히 말하면 무매개적 영역에서 대상화하려는 ‘나’의 움직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편에는 항상 그 손길에서 벗어나는 타자가 있다. 즉 무매개적 실천이란 순수한 마주침 그 

자체이다.

20.  미셸 푸코. 이혜숙 (역). 2004. 성의 역사3-자기배려. 나남출판사. 58쪽.
21.  위와 같은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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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 지점에서 대답할 수 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절대적으로 

사악한 것을 담지하고 있는 제도는 없다. 우리는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들을 이용한 여러 가치들과 

개념들,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모더니즘적 인식, 동일성의 철학이다. 

동일성의 철학은 지금까지 타자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치들과 개념들, 제도들을 배열해왔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열림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배치는 바뀔 것이다.

사실 타자와 완벽히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 그리하여 그것이 정착된다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다. 동일성의 철학은 자기라는 기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 

확실히 할 수 있지만, 타자를 고려하는 이질성의 철학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곳과 

저곳, 나와 타자, 즉 차이를 바탕에 두고 있다. 결코 둘은 합쳐지지 않고 영원히 둘인 채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질성의 철학은 어떤 상태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그 근원에 ‘실패’가 있다. 

여기에서 어떤 기준과 기획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만약 어떠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언젠가 

그것은 이질성 철학의 근원에 존재하는 ‘실패’로 인해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효율성의 수호자들에게는 끔찍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타자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몇 번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해야 한다. 마치 시시포스가 바위를 산 정상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듯이 보일지라도, 타자와 함께 노력을 하고 때로 실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천적이고 

또한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무엘 베케트가 말한 것처럼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24는 희망찬 실패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24.  사무엘 베케트. Worstward ho. http://www.samuel-beckett.net/w_ho.htm(2016. 04. 06.)

 ‘향‧소‧부곡민’, 일본의 ‘비인(非人)’, ‘부락민’, 인도의 ‘찬달라’, 프랑스의 ‘방리유’, 미국의 ‘흑인’, 

‘슬럼가’, 좀 더 거시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구, 중앙아프리카 내전 지대, 체첸분쟁 등. 이들 모두는 

타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고, 이들 중 몇몇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좀 더 

세계적으로 분포해있는 일반적인 현실적 타자가 존재한다. 그 타자의 이름은 ‘불법 이주민 집단’ 혹은 

‘난민’으로 불린다. 이들은 항상 현존하는 시스템의 밖에 있다. 법제도는 그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헌법적 규범은 인간이라면 ‘천부적’으로 자신이 태어나 속하는 국가가 있기 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국적자나 합법적인 경로로 국가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국가적 자기 

정당성에 반기를 드는 존재로 여겨진다. 국가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맞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오늘날의 타자를 배척하는 모더니즘적 기준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 기준이란 바로 

국가 안보와 효율성이다. 테러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수용 거부나 철저한 검문은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시국에 

그들을 무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말이다. 또한 그들은 이성적으로 주장한다. 

만일 타자를 받아들인다고 치자. 그들이 이성에서 벗어나 있고, 또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들과의 ‘토론’은 거의 불가능한 셈이 아닌가? 그렇다면 의사결정의 진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효율성의 견지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효율성의 관점은 간단히 물리칠 수 있다. 효율성 역시 전형적인 모더니즘의 산물이다. ‘열림’을 

고려한다면 효율성은 부당하게 고평가 되고 있는 가치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효율성의 공간을 

표현하는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간단한 도식에는 존재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다. 효율성 시스템은 

자기 홀로 작동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드보르의 스펙타클처럼 말이다. 타자와 함께 사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개념은 자체의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보라는 첫 번째 이유는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에 와서 심해진 것처럼 

보이는 테러집단의 위협은 차치하고서라도, 국가의 가장 원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따라서 

국가가 물리력을 보유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안보이다. 이제는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가 된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절대왕정에 대항했던 핵심적인 논지가 변형되어 국가 존립의 

기저선이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는 교훈적인 우화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라는 장치가 사회계약론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 많은 이들이 

국가의 그런 기능을 인정하고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실을 믿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태는 더더욱 복잡한 것이다. 국가의 기능에 관한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것에 관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태를 간단히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나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을 믿는 후자의 경우, 경희대 강연에서 슬라보예 지젝은 정확히 이것에 대해 ‘믿는다고 

가정된 주체’23라고 말하였다. 이것에 대한 지젝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바로 산타클로스에 대한 

믿음인데, 부모는 아이가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부모가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을 거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생각하고 있어서 부모와 아이 중 어느 누구도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지는 않지만 여전히 산타클로스라는 존재는 기능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그들 관계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복잡한 믿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종종 허무주의적으로 다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모더니즘적 사유로 타자를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혹은 그 이상의 폭력이다.

23.  슬라보예 지젝. What is to be done for politics. https://www.youtube.com/watch?v=aBkrID3nYMw(201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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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순자 철학에서 공정한 분배, 그리고 이에 대한 감응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으로 묘사한다.1 이 말만 놓고 보자면, 인간은 욕망에 충실한 존재로 이타주의보다는 이기주의를 

선호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면 공정한 분배에 관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와 같은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도식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철학에서 공정한 분배, 그리고 이에 

대한 감응은 성립할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순자 철학은 쾌락과 고통을 선과 악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와 유사한 이론체계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2 공리주의에서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라면,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 손익계산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이 손익계산은 철저히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속한 특정집단의 이익을 생각해볼 것이다. 이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나 혹은 내가 속한 특정집단이 많은 이익을 누렸다면, 이는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철학이나 

공리주의는 사회전체 구성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나 나와 타자 사이의 배려나 감응과 같은 도덕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好利惡害로 설명하면서도, 공리주의자들과 같이 利害에 대해서 

꼭 善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순자는 오히려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선보다 악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순자는 도덕적 규범으로써 

好利惡害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 이 같은 도식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철학에서 

마음은 이해를 계산하는 기관이지만 그 계산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을 

산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살피는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리주의에 

의거해보자면, 利害를 계산하는 마음이 바로 도덕적 주체가 된다. 그리고 뛰어난 이해계산능력을 가진 

사람이 곧 도덕적 존재라는 도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정한

1.  荀子, ｢榮辱｣, 凡人有所一同, 飢而欲食, 寒而欲煖, 勞而欲息, 好利而惡害, 是人之所生而有也, 是無待而然者也, 
是禹桀之所同也.

2.  벤자민 슈워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살림출판사, 2004, pp.458-461 참조. 벤자민 슈워츠는 ‘순자가 
유가적 이상에서 이탈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국가, 부, 권력이라는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벤자민 슈워츠는 ‘순자는 결국 예법의 내면화로 도덕적 동기를 
중요시 한다는 측면에서 공리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벤자민 슈워츠의 결론, 즉 ‘순자는 공리주의가 아니다’고 
추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으나, 그 근거로 예법의 내면화만을 언급한 것이 너무 소략하여 순자와 공리주의의 차이를 
밝히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3.  荀子, ｢禮論｣, 禮起於何也? 曰 : 人生而有欲, 欲而不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不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荀子 철학의 공정한 분배와 감응에 대한 이론체계 연구 : 
好利惡害와 虛一而靜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임 (서울대학교/철학)

【주제분류】선진철학, 동서양 윤리학 비교

【주 제 어】욕망(慾望), 호리오해(好利惡害), 사려(思慮), 예법(禮法), 분(分), 허일이정(虛一而靜)

【요 약 문】오늘날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욕망은 제한이 없지만, 재화는 한정되어있다. 그리고 

이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서로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개인의 다툼으로부터 

사회적 재난까지 초래하게 된다. 동아시아 고대 윤리 이론 가운데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은 것은 

순자 철학이고, 근대 서구 윤리이론 가운데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공리주의이다. 다만 

공리주의는 1) 원칙의 일관성, 2) 공지성, 3) 불의한 수단의 정당화, 4) 이익 창출과 분배의 형평성, 5)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6) 인격통합성 등에 관한 이론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맹점의 

원인은 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리주의는 인간의 도덕성 회복이나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감정을 위로하면서도 그들의 

물질적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반해 순자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好利惡害의 욕망으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손익계산능력[思慮]으로 규정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제도[禮法]의 정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욕망은 결국 악감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타자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자신만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주의이다. 사적 감정이 공적 이익 혹은 질서를 

침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순자는 공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법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 예법은 

사람들의 신체적 기능과 사회적 지위[分]를 근간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물질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 이 때문에 순자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국적으로 순자는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 이 제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로써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음을 텅 비우고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임으로써 욕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虛一而靜]를 나타내는 것이다. 순자는 고대의 윤리이론으로 근대의 

공리주의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욕구를 가진 인간이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도덕적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도덕성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관해서 현대사회에도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한 철학자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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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리주의는 이익 창출․분배의 형평성과 원칙의 일관성 문제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가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과도한 요구, 공지성(公知性) 등은 이익 창출․분배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는 두 개의 최대라는 글자가 들어있다. 최대다수라고 하면 

분배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지만, 최대행복이라고 하면 생산의 문제만 염두에 둔 것이다. 가령 

A나라의 모든 계층이 200단위의 행복을 느끼고 B나라의 특정계층은 1000 단위 나머지는 50단위의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B나라 행복지수의 평균이 300단위라면 수치상 A보다 B나라의 국민이 

행복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과도한 요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고통 분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정작 개인의 행복을 도외시하는 경우이다. 가령 과도한 

세금이나 기부를 요구하는 일이다.

  공지성 위반은, 특정집단만이 이익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가령 부동산이나 주식 정보 등을 말할 수 있겠다.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익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 특정집단만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맹점이 바로 공지성 위반이다.

  원칙의 일관성 문제는 과도한 인과성 예측, 규칙공리주의의 비일관성, 상대주의 등과 연결되어있다. 

과도한 인과성 예측은 가령 국가의 패망을 대장장이가 편자 못을 만들지 않은 것에 돌릴 수 

있고, 또한 히틀러의 만행을 할머니가 어린 히틀러를 위험에서 구한 일에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규칙공리주의의 비일관성은, 기본적 도덕규범이 이해의 문제와 상충하면 결국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공리주의에 의거하면, 상식적 차원의 윤리규범은 잔잔한 일상의 차원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대주의의 문제는 이익의 대소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적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주보고 오는 사람을 

죽였다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살인은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적군 50만을 죽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의 영웅이라고 칭송한다. 그 또한 사람을 죽였지만, 즉 살인을 했지만 이는 더 이상 

살인도 비윤리적 행위도 아니다. 공리주의는 이 같은 맹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비도덕적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짓말, 인격적 통합성, 정의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공리주의에서 거짓말이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이는 윤리적 행위가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5000억원 상당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다른 사람은 정직하게 말해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창출했다면 5000억원의 거래가 

윤리적 행위가 된다는 논리이다. 거짓말이 곧 윤리가 되는 지점이다.

  인격적 통합성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파괴적이다. 가령 한 국가의 인격자라고 할 만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건들과 연결되어있다. 누군가 인격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무론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윤리규범은 외부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 그 

자체 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다음과 

 이익분배나 질서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원칙을 바꿀 수 있으며 누군가의 희생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4

  필자는 우선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과 그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앞서 언급한 공리주의의 

이론적 결함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순자 철학이 공리주의의 결함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해볼 것이다. 시대적으로 볼 때, 공리주의는 순자 철학보다 근대에 

형성된 윤리체계로서 좀 더 현대사회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공리주의가 

결여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윤리적 인간관은 오히려 순자 철학에서 좀 더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리주의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윤리이론이고, 또한 순자 철학이 공리주의와 기본적으로 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보자면, 필자는 순자 철학의 공정한 분배와 감응에 대한 이론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고대 

동아시아 윤리이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功利主義의 利害와 善惡 관계 : 利害와 善惡이 일치하는 이론체계의 결함

  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행위든 최대의 

이익을 산출해야만 그 행위는 옳다는 이론이다. 행위공리주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commonsense morality)조차 이익 앞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가령 

‘거짓말 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등의 규범은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묵살될 수 있다. 둘째, 

분배의 문제는 최대의 이익 창출 앞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가령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월급을 제때주지 

않더라도, 회사의 순수익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직원들의 월급을 늦출 수 있다. 설령 직원들이 

카드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윤리적 책임의식을 

지니지 않을 수 있다.

  규칙공리주의는 행위가 아닌 규칙에 대한 논의로서,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롭다면 설령 

그 규칙에 따른 특정 행위가 가장 이롭지 않더라도 옳다는 이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규칙공리주의는 

인류의 기본적인 윤리규범을 가장 이로운 규칙으로서 대부분 수용한다. 다만 이 규범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서 이행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 규칙공리주의 또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일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규칙공리주의는 의무론과 다를 것이 없어진다. 규칙공리주의라는 말조차 성립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둘째, 어떤 일에 변수가 생기면 행위공리주의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가령 기본적인 규범에 관한 

준수가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악을 초래한다면, 기본적인 규범조차 부정하게 

된다.5

4.  김태길, 윤리학, 서울 : 박영사, 2006, pp.86-90 참조. 김태길은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의 객관적 
표준을 제시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5.  루이스 포이만, 제임스 피저 지음, 박찬구, 류지한, 조현아, 김상돈 옮김,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서울 : 도서출판 울력, 
2011, pp.207-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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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荀子의 性과 心 개념 : 好利惡害의 欲求와 損益計算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이익을 좋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7 그리고 순자는 ‘이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질투나 미움과 같은 호오의 감정이 사람을 난폭하게 만든다’고 진단한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이를 따르므로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한다. 이를 따르므로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충성과 신의가 사라진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나면서부터 이목의 

욕구가 있고,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을 좋아한다. 이를 따르므로 음란함이 생기고 예의와 문리가 

사라진다. 그런즉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따른다면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고 

분수를 범하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서 난폭함으로 귀결된다.8

  순자의 주장에 의거해보자면, 사람의 본성은 욕구로서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탐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에 집중함으로써 타인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긴다. 

심지어 타인이 나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이 자라나서 타인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일은 충성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충성은 군신관계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덕목이다. 신의는 친구관계에서 완성되어야만 하는 덕목이다. 그렇다면 질투는 군주의 총애를 받는 

신하에 대한 악감정일 것이고, 미움은 여러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친구에 대한 악감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질투와 미움은 군신관계와 붕우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耳目의 욕구는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을 좋아한다.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이라는 말이 곧장 음란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은 가령 매력적인 이성의 목소리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매력적인 이성이 바로 음란함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아마도 부부관계를 상정하고 있을 

것이다. 가령 기혼의 남녀가 각자의 남편과 부인을 내팽개치고 서로 내통한다면, 이는 부부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

7.  徐復觀, 中國人性論史 先秦篇, 上海 : 上海三聯書店, 2001, pp.225-226 참조 ; Donald J. Munro, "A Villain in the 
Xunzi", ed. by P. J. Ivanhoe, Chinese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La Salle : Open Court, 1996, pp.198-199 참조 ; 
노사광 저,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 古代篇 , 서울 : 탐구당, 1997, pp.327-353 참조 ; 김승혜,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 지식의 풍경, 2001, pp.270-271 참조. 기존 연구자들 가운데 순자가 진정 ｢성악｣ 편을 저술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서복관, 도날드 먼로, 노사광은 공히 순자, ｢성악｣ 편 외에 다른 곳에서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많이 보이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순자의 성악은 순자 철학을 일관되게 읽어낼 수 있는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또한 김승혜는 ‘순자의 성악 개념이 ｢성악｣ 편에서만 보이는 점, 그리고 유향이 ｢성악｣ 편을 ｢잡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순자의 성악은 순자 철학의 대표 개념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는 공히 성악의 악을 
선악의 악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의거해보자면, 순자의 성악은 맹자의 성선과 달리 성이 악한 감정을 산출하는 
근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순자가 ｢성악｣ 편에서 성을 욕구와 짝을 이루어 그 의미를 풀어나가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성은 악한 감정의 근원이 아니라 선악의 가능성으로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8.  荀子, ｢性惡｣, 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 順是, 故爭奪生而辭讓亡焉. 生而有疾惡焉. 順是, 故殘賊生而忠信亡焉.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順是, 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 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

같은 거래를 신청하는 것이다. 생포한 북한군 10명을 한 줄로 세워두고, 그 중 한 사람만 총으로 쏴 

죽인다면 나머지 9명은 풀어주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0명을 모두 죽이겠다. 한 명을 쏴 

죽인다면 인격자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홀로 고귀함을 유지하려다 10명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가 의무론을 조롱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사람은 자신의 신념, 즉 의무론을 위반하게 된다.

  정의의 문제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가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지역에 인종차별로 인한 살인이 발생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밝힐 수가 

없다. 날이 거듭될수록 범인은 공권력을 무시하듯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른다. 사람들은 특히 

유색인종들은 불안감과 함께 공분을 일으킨다. 공적 집단은 결국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게 된다.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더라도, 누군가는 

범인이고 그 사람은 공권력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는 안도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 

정의를 표방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겉보기에 사회 정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철저히 공리주의에 입각한 

일처리라고 할 수 있다.6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보자면,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문제를 고민함으로써 도출된 

근대사회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 종교, 인종, 성별 등의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리주의의 핵심이다. 이는 종교의 권위나 관습의 폐단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었다. 다만 인간은 종교나 관습 외에도 다른 많은 조건을 날 때부터 부여받는다. 

가령 가난한 집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든지, 이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재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든지. 이런 상황 아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3자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종이나 종교가 아닌 자본이 사람들을 계급화 

함으로써 또 다른 노예제 사회를 창출하게 되고,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착취는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허용하게 된다.

6.  같은 책, pp.214-231 참조.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필자는 공리주의의 이론적 결함, 가령 1) 원칙의 일관성, 2) 공지성, 
3) 불의한 수단의 정당화, 4) 이익 창출과 분배의 형평성, 5)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6) 인격통합성 등에 관해서 
검토하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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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려고 하는 경향성이다. 다만 욕망은 경향성으로, 이미 손익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취사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려는 판단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판단착오의 문제는 순자 철학에서 공리주의와 같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계산, 

그리고 이 계산에 입각해서 수립한 규칙만으로 도덕적 덕목을 확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손익계산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셈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일관된 원칙을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순자가 1) 욕망과 사려로 인해서 

생겨나는 판단착오를 바로잡아주는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했고, 2) 이 기준은 무엇에 기인하고 있으며, 

3) 이 기준이 공리주의에서 갖고 있는 이론적 결함(가령 원칙의 일관성, 공지성 등)에 대한 해법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Ⅳ. 荀子의 禮 개념 : 禮法制定과 目的

  순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순자는 ‘욕망의 

대상인 재화를 얻지 못한다면, 인간은 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고 진단한다.

예는 어디에 기원하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갖고 있다.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추구하면서 도량이나 분계가 없다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면  궁핍해진다 .  선왕은  사회적  혼란을 

싫어하였으므로 예의를 제정하여 분계를 정하였고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켰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주었다. 욕망은 반드시 재화를 궁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였고, 재화가 반드시 

욕망에 굴복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두 가지가 서로 의지하여 발전하도록 한 것이 예의 

기원이다.10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사회적 혼란은 욕망과 재화의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욕망은 자신이 

획득하고 싶은 재화로 향하지만, 누구나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령 재화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욕망이 재화와 함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재화를 획득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욕망은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재화를 이미 소유한 사람과 재화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도량이나 분계가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도량이나 분계는 사회적 제도로 공시되어야 한다. 가령 특정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도량이나 

분계라고 한다면, 이는 규칙의 공지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10.  荀子, ｢禮論｣, 禮起於何也? 曰 : 人生而有欲, 欲而不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不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必不窮乎物, 物必不屈於欲, 兩者相持而長, 是禮之所起也.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감각지각은 욕망으로 인해서 부부라는 인륜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음란함이 생기고 예의와 문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욕구로 

정의함으로써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 또한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도덕성의 결여는 바로 욕구의 대상을 차지하려는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순자가 논한 

본성과 감정으로부터 도덕적 덕목의 완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순자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도덕적 덕목을 실현하려고 하는가?’와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荀子, ｢不苟｣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아마도 마음의 思慮로부터 도덕적 덕목의 실현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것 같다.

바라고 싫어하는 것과 취하고 버리는 것을 저울질함은 바랄만한 것을 보면 반드시 앞뒤로 그 

싫어할만한 것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보면 반드시 앞뒤로 그 해로울만한 

것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울질하고 익숙하게 따져본 연후에야 바랄만하고 싫어할만 

한 것과 취하고 버릴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이와 같다면 언제나 실수하거나 빠트리지 않는다. 

무릇 사람의 환난은 치우치거나 해치는 것이다. 바랄만한 것임을 보았다면 그 미워할만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바랄만한 것을 보면 그 싫어할만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로울만한 것을 

보면 그 해로울만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움직이면 반드시 빠뜨리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욕을 먹는다. 이는 치우치고 해치는 근심이다.9

  순자는 好惡의 대상에 대해서 취사선택하는 것을 저울질[權]에 비유한다. 여기서 저울질은 마음의 

사려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울이라는 것만 놓고 생각해보자면, 마음의 사려작용은 마치 저울질과 

같이 꼭 맞아떨어져야 한다. 가령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정확히 물건의 무게를 알려주는 것과 

같이 마음의 사려작용은 외부대상의 자극으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자연스럽게 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순자의 논의에 따르면, 마음의 사려작용은 저울질과 달리 적절한 반응을 산출해내지 못한다. 이 

같은 점에 의거해볼 때, 마음의 사려작용은 도덕적 이성과 같은 온전한 판단력을 뜻하지 않는 것 같다. 

사려작용은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익이 될 만한 대상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넙죽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해로운 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사려작용은 이익이 될 

만한 것 가운데 해로운 것을 찾고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이익을 도출해내는 취사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사려작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보고 싶은 측면만을 살피는 데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사려작용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도덕적 실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 또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본성[性]과 마음[心]을 욕망과 사려로 구별하고 있다. 욕망은 

감각기관의 지각작용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9.  荀子, ｢不苟｣, 欲惡取舍之權, 見其可欲也, 則必前後慮其可惡也者, 見其可利也, 則必前後慮其可害也者, 而兼權之, 
孰計之, 然後定其欲惡取舍, 如是則常不失陷矣. 凡人之患, 偏傷之也. 見其可欲也, 則不慮其可惡也者, 見其可利也, 
則不顧其可害也者, 是以動則必陷, 爲則必辱, 是偏傷之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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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탐탁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이 같은 점은 마치 맹자의 好善惡惡과 같은 도덕적 감정[四端]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순자는  오히려  도덕적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욕망의 

차원에서 好利惡害의 본성이 도덕적 덕목을 실현하기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증해나간다.

  순자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안정보다 즐거운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맹자와 같이 도덕적 감정의 차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好利惡害라는 욕구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순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점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자신의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삶이 풍성하고 재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삶이 즐거워질 것이다. 이는 

이익을 좋아하는 본성의 최고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好利惡害’의 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이는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셈법으로 원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의 맹점, 즉 원칙의 비일관성에 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걸이나 주와 같이 한 개인의 권력이나 기쁨의 최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윤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공리주의의 맹점, 즉 불의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Ⅴ. 荀子의 分 개념 : 능력에 따른 職分과 덕업에 따른 身分

之所惡何也?  曰  :  汙漫爭奪貪利是也 .  人之所好者何也 .  曰  :  禮義辭讓忠信是也 .  …… 

故人莫貴乎生 ,  莫樂乎安 ,  所以養生安樂者 ,  莫大乎禮義 .  人知貴生樂安而棄禮義 , 

辟之是猶欲壽而歾頸也, 愚莫大焉.

  순자는 온 천하가 풍족해지는 방법으로 分界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제시한다.

온 천하가 풍족해지는 방법은 분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달려있다. 농지를 잘 다스려 경계를 

분명히 하고, 풀을 뽑아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비료를 많이 주어서 밭을 비옥하게 하는 것은 

농부와 서인들의 일이다. 시절에 맞게 백성들이 힘을 쓰도록 하여 일을 진작시키고 성과를 

높여서 백성들이 화합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관의 일이다. 

… 모든 백성들을 보육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을 통제하여 그해 비록 흉년이 

게다가 이 같은 도량이나 분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가령 폭동과 같은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통치자는 도량이나 

분계를 명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욕망을 강제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는 혼란을 싫어하는 군주만이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군주는 제도 수립자로서 언제나 욕망과 재화의 관계를 주시해야만 한다. 욕망이 재화를 

넘어서도 안 되고, 재화가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도 안 된다. 욕망과 재화의 적절함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예법이다. 그리고 군주가 재화와 욕망의 적절함을 획득하려는 데서 예법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같은 논의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또한 공리주의와 같이 욕망충족[쾌락]으로부터 선을 

확보하려고 했고, 재화의 부족[고통]으로부터 악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만 순자는 공리주의와 달리 

예법이라는 규범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다. 이는 공리주의의 맹점 중 하나인 공지성에 대한 순자 철학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걸과 주가 천하를 잃은 까닭, 그리고 탕과 무가 천하를 얻은 까닭에 대해서 반문한다. 그리고 

이어서 순자는 ‘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걸과 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잘 했고, 

탕과 무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순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오만, 탐욕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예의, 사양, 

충신이다’고 결론을 내린다.

걸과 주는 어찌하여 천하를 잃었으며, 탕과 무는 어찌하여 천하를 얻었는가? 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 걸과 주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를 잘 하였지만, 탕과 무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잘 하였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만하고 다투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의, 사양, 충신이다. ……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안정보다 즐거운 것이 없다. 생명을 북돋우고 안정을 즐기는 방법은 예의보다 큰 

것이 없다. 사람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정을 즐겁게 여길 줄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은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목을 자르는 것과 같으니, 어리석음이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11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천하의 소유여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분명한 이유는 불변의 

법칙을 뜻하는 것이다. 가령 걸이나 주와 같이 오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 천하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탕이나 무와 같이 예의, 사양, 충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오만과 탐욕을 싫어하고 예의, 사양, 충신을 좋아한다. 이 

같은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好利惡害라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법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나 자신 혹은 타인에게 손상을 끼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것에

11.  荀子 ,  ｢强國｣ ,  夫桀紂何失 ,  而湯武何得也 .  曰  :  是無它故焉 ,  桀紂者善爲人所惡也 ,  而湯武者善爲人所好也 . 
人之所惡何也? 曰 : 汙漫爭奪貪利是也. 人之所好者何也. 曰 : 禮義辭讓忠信是也. …… 故人莫貴乎生, 莫樂乎安, 
所以養生安樂者 ,  莫大乎禮義 .  人知貴生樂安而棄禮義 ,  辟之是猶欲壽而歾頸也 ,  愚莫大焉 .  使百姓無凍餒之患 , 
則是聖君賢相之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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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더라도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14 

  순자는 ‘서인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을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에 걸맞을 수 있다면 

경상이나 사대부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서인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문학을 익히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예의에 걸맞을 수 

있다면 경상이나 사대부로 삼을 수 있다.15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庶人은 우선 출생신분이 낮은 자로 농사를 잘 짓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계층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서인 또한 경상이나 사대부로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다. 요건은 

학문적 역량과 도덕적 역량을 키우는 데 달려있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순자는 지식에 대한 

접근을 신분으로 막아놓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표면적으로 출생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역량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순자는 사람이라면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 욕구는 단순히 배를 불리는 데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상승과도 연결되어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는 국가 

통치의 성패는 학문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중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비록 순자가 살던 시기가 봉건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사람들 또한 출생신분의 외부조건보다 그 사람의 내적 역량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순자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계급이라는 사회적 장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신체적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잘 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分’ 개념을 통해서 각 계층에 맞는 역량, 그리고 이 역량에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량은 육체를 사용하는 농사일로부터 마음을 쓰는 

정치력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각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가령 걸이나 주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이익 창출이나 분배의 형평성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순자 

철학에서는 각 계층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이로 인해서 성과를 내야만 그 역량에 부합하는 녹을 

받는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발생하는 특정 계층이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이익 창출과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순자는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분을 엄격히 나누고, 그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다. 가령 유능한 

14.  송영배, 중국사회사상사, 서울 : 사회평론, 1998, pp.82-89 참조. 송영배는 ‘순자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욕구와 재화의 상관관계에서 찾았다’고 말하면서, ‘순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와 분업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필자는, 순자가 사회적 정의실현의 방법으로 예와 분업을 제시했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인간의 재능에 따라서 계급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 체제를 마련해두었다는 것에 좀 더 강조점을 
두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체제로 말미암아 신분상승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승한 지위에 걸맞는 예법이나 녹봉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필자는, 순자의 사회적 정의실현의 핵심은 예와 분업에 있다기보다는 계급 간의 이동 기준을 출생신분이 
아닌 개인의 역량에 둔 사회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15.  荀子, ｢王制｣, 雖庶人之子孫也, 積文學, 正身行, 能屬於禮義, 則歸之卿相士大夫.

들고 가뭄이 있더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헐벗고 굶주리는 근심이 없게 한다면 이는 성군(聖君)과 

현상(賢相)의 일이다.12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여기서 분계는 능력에 따른 직분을 뜻한다. 가령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의 

능력은 농토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할 줄 알고, 작물을 잘 키울 줄 알고,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응당 농부가 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업무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응당 관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 뿐 아니라 관료들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응당 재상이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순자가 봉건시대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같은 구조는 개인의 

능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출생신분에 따른 직분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순자가 이 

같은 직분의 분류에 대해서 혈통으로 세습되는 고정불변의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순자가 실제로 직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순자는 ‘예는 귀천의 등급이 있고, 장유의 차등이 있고, 부귀와 귀천은 모두 걸맞는 대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는 귀천의 등급이 있고, 장유의 차등이 있고, 부귀와 귀천은 모두 걸맞는 대우가 있다. 

그러므로 천자는 주곤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제후는 현권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대부는 비의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사는 피변을 쓰고 소적을 입는다. 덕은 반드시 지위에 맞아야 하고, 지위는 

반드시 녹에 걸맞아야 하고, 녹은 반드시 쓰임에 부합해야 한다.13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예로써 그 사람의 계급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중요시하는 것 

같다. 가령 天子로부터 士에 이르기까지 계급에 따라서 복식을 달리하는 것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대우의 전형이다. 복식은 사람들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확인되는 계층의 상징이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만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순자는 계급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포착되는 복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갖추어진 덕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순자는 덕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위에 부합하는 능력임을 

분명히 밝힌다. 혈통적으로 세습된 출신성분이 계급 분류의 기준이라면, 순자가 ‘덕이 지위에 맞아야 

하고, 지위는 녹에 맞아야 하고, 녹은 쓰임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이 같은 논의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자면, 비록 출신성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충분히 

신분상승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실제 순자가 ‘비록 신분이 

12.  荀子, ｢富國｣, 兼足天下之道在明分. 掩地表畝, 刺屮殖穀, 多糞肥田, 是農夫衆庶之事也. 守時力民, 進事長功, 
和齊百姓, 使人不偸, 是將率之事也. … 若夫兼而覆之, 兼而愛之, 兼而制之, 歲雖凶敗水旱,

13.  荀子, ｢富國｣, 禮者, 貴賤有等, 長幼有差, 貧富輕重皆有稱者也. 故天子袾裷衣冕, 諸侯玄裷衣冕, 大夫裨冕, 士皮弁服. 
德必稱位, 位必稱祿, 祿必稱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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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기에 이는 분명 모순되는 주장이다. 순자 역시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순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다소 모순되게 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순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각을 갖고 있으며, 이 지각의 주요한 작용은 저장[기억]이다’라고 말한다. 

기억은 분명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계기가 있지 않다면 언뜻 떠올리기 쉽지 않다. 가령 어떤 

학생이 실수로 교수님께 ‘네, 교수놈!’이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상정해보자. 이 문자를 본 교수님은 

피식 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실수한 학생을 엄히 꾸짖을 수도 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교수님이나 학생은 이 일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이다. 마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다소 어려운 미션을 부여했을 때, 그 학생이 

어색한 표정으로 ‘네, 교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교수님은 뭔가 개운치 않으면서 예전에 그 학생이 

실수로 ‘네, 교수놈!’이라고 문자를 보낸 일이 생각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학생이 아직 

자신이 부여한 미션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거나 속으로 

자신을 욕할 수 있다고 억측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교수님은 예전의 기억으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순자가 텅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전의 기억으로 인해서 장차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의 텅 비어있는 상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고요하게 하는 것 또한 모두 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지각작용은 외부대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각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 ‘虛一而靜’이다.

  그런데 지각작용은 생명이 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기억과 같이 외부대상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상과 같이 외부대상의 자극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식 속에서 얼마든지 허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지각만으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의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다. 순자는 의식의 길잡이가 바로 道라고 생각한다. 도는 말 

그대로 길이다. 가령 사람이 걷는 길은 인도이고, 자동차가 지나는 길은 차도이다. 만약 사람이 차도로 

가고, 차가 인도로 간다고 상상해보자.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대상에 따라서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자 또한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 즉 도가 바로 예법이다. 따라서 사람의 지각작용이 끊임없이 도덕적 실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도, 사람은 예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에 입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 즉 도덕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철학에서 규칙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규칙은 오로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도덕적 존재가 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욕망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이 욕망이 적절함을 획득할 수 있는 

법칙은 욕망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법칙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에 

농부가 무능한 관료의 녹봉을 위해서 물질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무능한 관료는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공리주의의 과도한 요구와 같은 이론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荀子의 虛一而靜 개념 : 道와 하나가 된 마음

  순자는 ‘사람들이 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마음이 텅 비어 한결같게 되고 

고요해지는 것으로 도를 알 수 있다’라는 대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순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도를 알 수 있는가? 마음으로 도를 알 수 있다. 마음은 어떻게 도를 알 

수 있는가? 마음이 텅 비어 한결같게 되고 고요해지는 것으로 도를 알 수 있다. 마음은 

저장[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른바 텅 비어있는 상태가 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른바 전일한 상태가 있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른바 고요한 상태가 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각을 갖고 있으며, 지각을 하면 지(志)를 갖게 

된다. 지(志)라는 것은 저장[기억]이다. 그러나 이른바 텅 비어있는 상태가 있다. 이미 기억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 장차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한다. 

마음은 나면서부터 지각을 갖고 있다. 지각하면 차이를 갖게 된다. 차이라는 것은 동시에 겸해서 

아는 것이다. 동시에 겸해서 아는 것은 두 가지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전일한 상태가 있다. 

저 하나로 이 하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전일한 상태라고 한다. 마음은 누우면 꿈을 꾸고, 

안일하면 제멋대로 움직이고, 부리면 모색하므로 마음은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른바 고요한 상태가 있다. 상상이나 번잡한 생각으로 지각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을 고요한 

상태라고 한다. 도를 터득하지 못했으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을 텅 비어서 한결같게 하고 

고요하게 해야 한다.16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마음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온갖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저장[기억17]한다. 실제로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마음의 

텅 비어있는 상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순자는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전일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순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지만, 고요한 상태가 

16.  荀子, ｢解蔽｣, 人何以知道? 曰 : 心. 心何以知? 曰 : 虛壹而靜. 心未嘗不臧也, 然而有所謂虛, 心未嘗不滿也, 
然而有所謂一 ,  心未嘗不動也 ,  然而有所謂靜 .  人生而有知 ,  知而有志 ,  志也者 ,  臧也 ,  然而有所謂虛 , 
不以所已臧害所將受謂之虛 .  心生而有知 ,  知而有異 ,  異也者 ,  同時兼知之 ,  同時兼知之 ,  兩也 ,  然而有所謂一 , 
不以夫一害此一謂之壹. 心, 臥則夢, 偸則自行, 使之則謀. 故心未嘗不動也, 然而有所謂靜, 不以夢劇亂知謂之靜. 
未得道而求道者, 謂之虛壹而靜.

17.  John Knoblock, Xunzi - A Translation and Study of Complete Works vol.Ⅲ, California : Stanford Uni. Press, 
1994, p.104 참조. 존 노블락은 ‘藏’을 ‘memory[기억]’으로 해석한다. 필자는 荀子, ｢解蔽｣, 해당구절의 전체적인 맥락 
상 ‘藏’의 번역어로 ‘기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존 노블락의 번역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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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荀子哲學中公正分配與感應之理論體系研究-以好利惡害與虛壹而靜概念爲中心

李海任（首爾大 哲學系）

要約文：現今社會混亂的原因可從爲幾個方面分析，而其中最爲根本者似可從人類慾望處尋到。人

類之慾望無限，而財貨之數量有窮，人類對有窮財貨的佔有慾，終將通過相互戕害而招致個體紛

爭乃至社會災難。東亞古代倫理理論中，精確地把握了這一點的就是荀子哲學，近代西方倫理理

論中，具有相同問題意識的就是功利主義。但功利主義關於1）原則之一貫性、2）公開性、3）
不義手段之正當化、4）利益創造與分配之平衡、5）對社會成員之過度要求、6）人格統一性等

方面，有著理論性缺陷。這些盲點之原因就在於，功利主義僅僅著眼於通過利益極大化來增進社

會成員之幸福，而對於如何在恢復人類道德性或慰藉因紛爭而遭受創傷的人類感情之同時，也能滿

대해서 도덕적 존재라는 영예와 찬사를 보낸다. 이 같은 논의는 공리주의의 인격통합성에 대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순자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욕망의 덩어리로 규정한다. 이 욕망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남보다 나의 이익을, 남의 호의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순자는 

인간을 자연 상태로 방치한다면 동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다만 순자는 욕망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인간을 규정한다. 이는 바로 사려이다. 물론 순자 철학에서 사려는 기본적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능력으로 도덕적 판단능력과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사려는 자신의 

욕망을 저울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울질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돈만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사회적 명예 

또한 욕망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물질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사려작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이 객관적 표준을 

통해서 이루어져만, 인간은 비로소 도덕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객관적 표준[禮法]은 이미 자신의 시대에 완정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순자가 제시한 객관적 표준의 구체적 모습, 가령 봉건시대의 윤리 체계[禮法]는 재고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자 철학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이나 이론체계, 그리고 주요개념들은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재해석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가령 현대사회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려고 한다면, 우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규범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규범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규범을 거부하는 요소들을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 혹은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뒤늦게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히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너희가 고마운 줄이나 알겠어?’와 같은 냉소적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범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규범에만 집중해야만 한다. 즉,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바로 순자가 말한 

‘好利惡害’로부터 ‘虛一而靜’으로 귀결되는 순자 철학의 윤리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자 철학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虛一而靜’, 즉 사람의 마음이 道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욕망의 덩어리인 

사람이 도덕적 존재가 되려면 언제나 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려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려작용은 

절대 도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즉, 사려작용은 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볼 때, 필자는 비록 순자 철학이 

선진시대 봉건윤리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문제의식, 이론체계, 그리고 주요개념들은 현대적 맥락으로 

풀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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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他們物質的、社會的慾望這一課題，並未提出可行方案。與此相反，荀子哲學的重點在於，一

方面將人類本性規定爲好利惡害之慾望，將人心規定爲得失計算能力（思慮），另一方面追求爲

社會安定而設置禮法，並以此爲基礎來恢復個人的道德性。慾望根源於於惡意，即對他人的嫉妒
或仇恨，即自己獨佔利益的利己主義。自私的感情會侵犯到公共利益或秩序，所以荀子爲確立公

共秩序而設置禮法，這種禮法是以身體機能與社會地位（分）爲根幹而制定的。而且人類慾望並
不止於物質層面，而會蔓延至社會層面，所以荀子提供了任何人都可以通過提高自身能力來提升社

會地位的機會。歸根結底，荀子主張要想社會制度完好運行，個人不但要自身接受此制度，還要堅

持對自身慾望的省察態度，即通過虛其心與接受社會規範而達到不再受慾望牽扯的靜謐狀態（虛

一而靜）。雖然荀子思想作爲古代倫理理論而在時代上早於近代功利主義，但他對於懷有慾求的人

類如何通過社會制度而成爲道德性存在，及人際關係之道德性如何恢復等問題的解決方案，在現代

社會仍具重要意義。

主題分類：先秦哲學，東西洋倫理學比較．
關鍵語：慾望，好利惡害，思慮，禮法，分，虛一而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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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충

  본고는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둔 채, 『맹자』 내의 ‘充’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맹자의 

확충을 밝히고자 한다. 맹자가 3.6에서 제선왕에게 “모두 넓혀서 채울 줄 알면”이라고 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擴’이라는 표현은 『맹자』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充’이라는 표현은 

『맹자』의 11개 장(2.12, 3.2, 3.6, 4.7, 4.13, 6.9, 6.10, 10.4, 12.9, 14.25, 14.31)에서 

등장한다.  확충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充’이라는 표현이 『맹자』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각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이 11개의 장들 중에서 ‘充’을 

<(물리적으로)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2.12, 3.2, 12.9, 사람의 성(姓)으로 사용한 4.7, 4.13, 

‘충색(充塞)’이라는 복합어를 통해서 <막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6.9 그리고 ‘充’의 의미에 대한 

단서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14.25를 제외하면, 맹자의 수양론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充’의 용례는 

3.6, 6.10, 10.4, 14.31 총 네 장의 것들이다.

  3.6과 14.31에서 맹자는 각각 “모든 사단을 지니고 있는 자가 그것들을 모두 넓혀서 채울 줄 

안다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2 그리고 “사람이 

남을 해치려하지 않는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인(仁)은 이루 다 쓸 수 없게 될 것이다”3라고 말한다. 

인용문에서 제시하는 채움의 대상인 사단과 남을 해치려하지 않는 마음은 모두 내가 무언가를 

이성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미 즉각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자체로 어떤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혹은 

어떤 행위의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음들이다. 이 용례들만 본다면 사단을 확충한다는 것은 ‘욕망을 

채우다’라는 표현처럼 사단이라는 도덕적 동기 혹은 욕구를 실천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6.10과 10.4의 용례들에서 ‘充’이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0에는 불의한 어떤 것도 먹거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중자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맹자는 진중자가 청렴하지는 않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자의 지조[操]를 채우는 

것은 지렁이가 된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다.”4 이곳에서 채움의 대상이 되는 지조는 앞에서 채움의 

대상으로 언급된 마음들과는 사뭇 다르다. 앞에서 채움의 대상으로서 제시됐던 마음들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안에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었던 반면, 지조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혹은 어떻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신념이다. 지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혹은 

직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규범 혹은 신념에 가깝다. <잡다>라는 

뜻을 가진 ‘操’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지조를 표현했다는 사실 역시 지조가 한 주체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고수되고 있는 무언가임을 잘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음과 지조를 고기를 

예로 들어 비교해보자면, 3.6과 14.31에서의 즉각적인 마음은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구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고기를 보았을 때 일어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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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不可勝用也.
4.  充仲子之操, 則蚓而後可者也.

맹자의 확충을 통한 본성의 회복

박현우 (서울대학교/철학)

1. 서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할 때 근거로서 사단을 내세운다. 사람이라면 우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아이를 보았을 때 측은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바로 그들을 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곧 도덕적 실천을 이끈다고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마음이 유자입정과 같이 심각한 사태에서만이 아닌 다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자가 제시한 사단이 

도덕적 수양의 과정에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마음이 그와 유사한 다른 사태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추가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들이 해소되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특별한 상황 속에서 경험한 측은지심을 실천으로 

옮기거나, 그 측은지심이 그렇지 않은 다른 상황에서도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의 시간, 노력, 물질 등을 나누려는 도덕적 실천을 보다 쉽고, 

보다 일관성 있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맹자는 우리에게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한 

이후에, 사단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확충은 이 두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 실마리를 

제공해주리라 기대할만 하다.

  확충에 대한 해석으로 검토해볼만한 것으로는 전통주석가 중 주희, 황종희, 정약용의 해석이 있고, 

현대 연구가 중에서는 니비슨의 해석이 있다. 주희는 『맹자집주』에서 확충을 생각, 구함, 반성을 

통해 본성에 이미 갖춰져 있는 이(理)를 모두 아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러한 주희의 해석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다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황종희는 『맹자사설』에서 확충을 사단의 마음을 

근거로 인정(仁政)을 베푸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해석은 사단의 마음과 인정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맹자가 정치와 무관한 맥락에서도 확충을 언급한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맹자요의』에서 확충을 외적 규범인 예에 의거한 실천으로 해석하는데, 

맹자가 확충을 논의할 때 외적 규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맹자의 

원의를 곡해한 해석임을 알 수 있다. 니비슨은 확충을 특정 상황에서의 의무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천의 동력을 얻기 위해 자연스레 실천할 수 있었던 과거의 한 사례가 지금의 

사례와 같다고 인식함으로써 그때와 유사한 감정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1 이러한 니비슨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 사태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정이 북돋아졌다고 해서 과연 실천이 가능할 것인가 질문할 수 있다.

1.  David S. Nivison, 2006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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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의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맹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진중자의 충류(充類)’는 진중자가 

불의하다고 여긴 모든 사물들을 그의 원칙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중자의

충류’가 아닌 일반적인 ‘충류’는 공통점을 지녀 하나의 유로 일반화될 수 있는 각 사태들에 대해서 

일관된 대응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10에서 ‘充’의 또 다른 목적어였던 ‘중자의 

지조(仲子之操)’가 바로 하나의 유에 적용될 일관된 대응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지조를 채움’[充操]과 ‘유를 채움’[充類]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지조를 추구하는 행위는 어떤 대상이 자신이 지닌 지조와 유관한지 무관한지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중자가 불의한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가 마주하는 대상들이 불의한지 

아닌지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 때 무언가를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의(義)라는 기준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화, 즉 분류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진중자가 애초에 불의한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지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경험했던 구체적인 

불의한 것들을 불의한 것으로서 일반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조를 가지는 것과 

채우는 것 모두 개체들을 단순히 독립적인 개체들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의 원소로서 

간주한 이후에 가능한 것들이다. 정리하자면 지조를 채운다는 것은 어떤 유사한 대상들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대응방식을 지속할만한 것이라고 여겨 자신의 지조로 삼은 후, 그 지조가 적용될만한 유사한 

다른 대상들에게까지, 즉 같은 유에 속하는 다른 것들에까지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조를 채우는 것과 유를 채우는 것은 사실 하나의 사태에 대한 다른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둘 모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사태들 각각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10에서 ‘充’은 두 가지 상이한 목적어, ‘중자의 지조’와 ‘그 

유’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데 전자는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 여러 개체들에 대해 취해야 할 단일한 

대응 방식, 후자는 그 단일한 대응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개체들의 집합인 유인 것이다. 영문법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자면 ‘充’은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직접목적어가 일관된 대응방식, 간접목적어가 유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充’의 용례인 10.4에서도 채움을 통해서 같은 유에 대해 같은 대응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맹자의 제자인 만장은 성문 밖에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보내온 선물을 

그들이 비록 예를 갖춰 보냈을지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면, 오늘날 제후가 주는 예물 또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맹자에게 묻고 있다.8 이런 만장의 지적에 대해 맹자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를 채워서 의(義)를 지극히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다”9라고 

평가한다. 맹자의 평가를 통해서 만장이 성문 앞의 강도나 백성을 수탈하는 오늘날의 제후가 모두 남의 

것을 불의하게 뺏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이유로 이 둘을 도둑이라는 하나의 유로 묶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6.10과 10.4를 종합했을 때 충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각각의 사태들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9.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

‘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일 것이다. 한편 6.10에서 말하는 지조는 ‘난 매 끼니 

고기를 먹을 것이야’ 혹은 ‘가능한 자주 고기를 먹을 것이야’라는 다짐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지조를 

지키려고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것은 욕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지조를 추구한다는 것은 욕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진중자는 불의한 어떤 것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지조를 가지기 이전에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발생한 도덕적 거부감으로 인해 그 

대상을 이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분명 진중자가 불쾌하게 여길만한 구체적인 대상을 

진중자가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반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의한 그 무엇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지조를 가지고, 이 지조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어떤 대상이 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인식 주체에게 대상이 도덕적인 불편함을 주기 이전에나 가능한 행위이다. 즉 

대상이 의롭다고 혹은 의롭지 않다고 규정되어 욕구 혹은 회피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기 이전에만 

가능한 행위인 것이다. 확충을 단순한 욕망의 충족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욕구의 충족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인지하여 그 대상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애써 어떤 지조를 만들어서 욕구의 대상을 만나기 이전부터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이런 지조를 추구하는 것을 ‘지조를 

채운다[充操]’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확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채움과 지조의 

채움이 일관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길이 있지는 않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10에서는 채움의 또 다른 대상으로 언급되는 유(類) 역시 확충을 사단이라는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실천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맹자는 진중자에 대해서 “어머니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아내가 

주는 음식은 먹고 형의 집에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오릉의 집에서는 거주한다. 이러한데도 여전히 

그 유를 채울 수 있겠는가?”5라고도 말했다. 이는 그가 지금처럼 불의한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지렁이처럼 흙과 지하수만 먹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서 사용된 ‘類’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리이다. 무리라 함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개체들의 

집합이다. 정단비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맹자는 어떤 사태들 사이의 공통점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을 따를 것을 설득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6 대표적인 사례로서 들 

수 있는 것은 1.7에서 제선왕에게 왕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은 태산을 끼고서 북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유가 아니라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 같은 유라고 말하는 대목이다.7 왕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전자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후자처럼 쉬운 일이므로 제선왕 자신이 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에게 유는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일만한 개체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유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5.  以母則不食, 以妻則食之, 以兄之室則弗居, 以於陵則居之, 是尙爲能充其類也乎?
6.  정단비, 2009 : 20~23쪽
7.  故王之不王,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 王之不王, 是折枝之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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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확충이 과거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사태에 대해 유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감정일 수도 있고,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인식일 수도 있다. 사단 중에서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은 감정에 가까운 반면 시비지심은 인식에 가까운 것처럼, 마음은 다양한 심리 상태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2에서 용기를 기르는 사람으로 서술된 북궁유와 맹시사, 3.9에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밀고 나갔던 백이와 같은 사람들은 인식을 통해서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북궁유와 맹시사가 용기를 기르기 위해 취한 방법은 두려워할만한 사태를 전혀 두렵지 

않은 다른 사태와 동일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북궁유는 만승의 임금을 찌르는 것을 평범한 사람을 

찌르는 것과 똑같이 보아서 그의 신분을 신경 쓰지 않았고, 맹시사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상대인 것처럼 보아서 적의 수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서로 다른 두 개체의 공통점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감정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맹자』에는 백이가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밀고 

나가, 마을 사람과 함께 서있는데, 그의 관이 바르지 않으면 장차 그에 의해 더럽혀질 것처럼 여기며 

그곳을 떠났다고 서술되어 있다.(3.9)15 마을 사람의 바르지 못한 측면에 집중하여, 그 사람이 곧 악한 

사람이라고 여김으로써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인식이 그저 인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인식에 어울리는 감정을 수반할 것이라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맹자가 말하는 사단의 확충은 그저 인식의 확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확장을 통한 감정의 확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맹자에게 사단의 확충은 어떤 

사건이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일치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과거 표준적 사례에서 일어났던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충의 결과 얻어진 감정은, 과거의 표준적 사례에서의 도덕적 가치 판단이 그랬던 것처럼, 도덕적 

가치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의 시체가 길 위에 썩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이를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아들(5.5)16을 그렇게 만든 것은 인식이 아니라 감정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 아들이 내린 ‘아버지의 시신을 저리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은, 방정식의 

해처럼 순전히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자신이 느낀 감정을 언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맹자에게 도덕적 가치 판단의 근원은 지혜가 아니라 도덕적인 감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의 확충은 지금 마주친 어떤 사건이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때 느낀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얻음과 동시에 그 감정에 수반되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맹자가 ‘心’을 통해 감정과 인식을 아울러 지칭했던 

것 역시 자연스러워진다. 맹자에게 도덕적 인식/판단은 도덕적 감정의 인식적인 측면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15.  伯夷, 非其君, 不事, 非其友, 不友. 不立於惡仁之朝, 不與惡人言, 立於惡人之朝, 與惡人言, 如以朝衣朝冠坐於塗炭. 
推惡惡之心, 思與鄕人立, 其冠不正, 望望然去之, 若將浼焉.

16.  蓋上世嘗有不葬其親者, 其親死, 則擧而委之於壑. 他日過之, 狐狸食之, 蠅蚋姑嘬之. 其顙有泚, 睨而不視. 夫泚也, 
非爲人泚, 中心達於面目, 蓋歸反虆梩而掩之. 掩之誠是也, 則孝子仁人之掩其親, 亦必有道矣.

  이처럼 맹자가 ‘지조를 채운다’, ‘유를 채운다’라고 말한 만큼, 사단의 확충이 충류(充類)나 

충조(充操)와 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확충의 해석으로서 좀 더 타당할 

것이다. 채움[充]을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일관된 반응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사단의

 확충을 충류나 충조와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채움[充]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단의 확충은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마음을 일으켰던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사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사태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와 유사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充’ 이외에도 ‘推’라는 표현 역시 확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용례의 유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7에서 맹자는 제선왕에게 선왕에게 자기 집 어르신을 어르신으로서 모시는 것을 

다른 사람의 어르신에게 미치게 하고, 자기 집 아이를 아이로서 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미치게 한다면 천하는 손바닥 위에서 움직여질 수 있다고 말한다.10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 마음을 

들어 저곳으로 옮길 뿐이라고 부연 설명한다.11 즉 맹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 역시 자신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아이이므로,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도 아이로서 받아 마땅한 대응을 베풀 것을 제선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맹자가 요구하는 바는 앞에서 살펴본 확충처럼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맹자가 이러한 과정을 

마음을 옮기는 것으로 설명한 것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반응이라는 것은 아이를 아이로서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일 테다. 이런 요구와 설명 후에 맹자는 제선왕에게 “그러므로 은혜를 밀고 나가면 천하를 

보존하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밀고 나가지 못하면 처자식을 보존하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하는 바를 잘 밀고 나갔기 때문일 

뿐입니다”12라고 말한다. 이는 3.6의 “그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천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채울 수 없다면 부모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13라는 문장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용례의 유사성을 통해서 ‘推’ 역시 ‘充’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태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推’는 맹자의 주요 논적이었던 묵가의 저술인 『묵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미루어 

안다는 것은 그가 따르지 않는 것이 그가 따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14 

『묵자』의 이러한 용례 역시 확충이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마음을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묵자』의 ‘推’ 정의에서 ‘그가 따르는 것’이 과거의 

표준적 사례를, ‘그가 따르지 않는 것’이 과거 사례와 유사하지만 그 사례에서처럼 반응하지는 못한 또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10.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11.  擧斯心加諸彼而已.
12.  故推恩足以保四海, 不推恩無以保妻子. 古之人所以大過人者, 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13.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不充之, 不足以事父母.
14.  推也者. 以其所不取之. 同于其所取者. 予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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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경우 목공일을 먹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사의 경우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후에게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얻어먹는 문제에 있어서 유를 

설정하는 기준은 ‘먹고 살고자 무언가 일을 함’이라고 팽경은 주장하는 것이다. 맹자는 팽경의 말과는 

달리 공(功)을 보고 먹여줄 뿐이라는 것을 사고실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맹자는 팽경에게 

그렇다면 너는 음식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와를 허물고 담장에 낙서를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줄 

것이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팽경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유의 설정에는 반드시 어떤 맥락이 존재하고 그 

맥락을 기준으로 유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둘 사이의 대화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가가 그 맥락이었다. 아무 맥락도 없다면 우리는 쉽사리 목수와 사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둘을 경제적 맥락이든 정치적 맥락이든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비교하는지를 정한 이후에야, 

어떤 요소들에 집중하여 이들을 비교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확충과 관련해서 그 맥락은 

바로 행위 방식, 즉 대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나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맥락, 즉 특정한 반응 방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요소에 집중하여 서로 다른 개체를 비교해야 

하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집단인 사와 목수의 어떤 특성이 그들 각각으로 하여금 경제적 

보상이라는 특정한 대응을 받을 수 없도록 혹은 받을 만하도록 만드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보상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 하나의 유를 이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하나의 유를 

이룰 텐데, 맹자가 팽경을 설득하는 방식을 보면, 맹자는 누가 경제적 보상을 받아 마땅한지 그 기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맹자는 팽경에게 밥을 얻어먹고자 남의 재물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밥을 줄 수 있겠냐고 사고실험을 제시하는데, 팽경은 이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팽경은 어떤 논증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혹은 특정한 조건을 부각시킨 사고실험을 통해,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결정적인 

조건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곧 특정한 대응 방식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 곧 

유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준으로 유를 분류한다면 확충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 같다. 확충은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건을 표준적 사례와 같다고 인식함으로써, 그 

사건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이미 같은 

유가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도덕적인 반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같은 유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팽경이 처음에는 사 계급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맹자에 따르면 사 역시 하는 일이 있었던 

것과 같다. 팽경은 사의 역할에 대해 오인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감각적 욕구에 의해 도덕적 욕구가 

3. 확충의 필요성

  그런데 어떠한 두 대상 혹은 두 사태도 그것이 서로 다른 개별자인 한에서 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충을 행하고자 하는 주체는 어떤 두 개체가 공유하는 공통점에 집중하여 그것을 

같다고 인식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두 개체든 우리가 그 두 개체 사이의 

공통점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 개체를 같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두 

개체를 같은 유로서 묶을 때, 공통점에 주목하느냐, 차이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둘을 

같은 유로도 다른 유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통점에 주목한다고 해도 여러 공통점 중에 어떤 

것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유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각 개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두 개체 사이에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이 공존할 경우, 우리가 그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통점들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맹자』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맹자는 유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가령, 10.4에서 만장에게 그가 가진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를 

채워 의(義)를 지극히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맹자는 분명 만장의 유 설정이 

지나쳤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맹자가 유 설정의 가부를 판단했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맹자』에는 맹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두 사태에 일관된 반응을 보이라고 유추를 

통해 설득하는 대목도, 이 두 사태가 같으니 똑같이 대응해야 하지 않나 묻는 상대방에게 이 둘은 

같지 않다고 설명하는 대목도 찾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맹자는 상대방의 유 설정을 비판하며 자신의 

유 설정을 새로이 제시한다. 그러므로 맹자가 상대방의 유 설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대목들을 

검토함으로써 맹자가 가지고 있던 유 설정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의 확인을 위해 검토해볼만한 대목은 사[士] 계층이 제후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이 

무위도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여기는 팽경을 맹자가 유추를 통해 깨우쳐주는 6.4의 

내용이다. 팽경은 사 계층이 제후들에게 얻어먹는 것 그리고 무위도식하는 것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잘못됐다고 보았다. 팽경은 제후에게 얻어먹는 사와 

무위도식하는 사람을 같은 유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사 계층이 백성들이 생산한 물자를 

유통시켜 각 백성들이 필요한 바를 얻어 쓸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위도식하는 사람과 같은 

유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맹자가 한 일은 팽경이 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알려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팽경이 사라는 특정 계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유를 잘못 설정한 것일 뿐,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자의성의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유를 자의적으로 잘못 설정하는 오류는 이어지는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팽경은 맹자의 

대답을 듣고 입장을 선회하여 목수와 같은 사람의 경우 음식을 구하고자 자신의 업을 수행하는데, 

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맹자가 사와 목수는 모두 하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유라고 하자 

그들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팽경은 그의 

의도를 보고 그에게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논변을 정리하자면 팽경은 누군가가 

타인에게서음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일을 음식을 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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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의 내용들은 언뜻 보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장 전체를 본성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서술로 이해하면 일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 본성을 경향성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존재에게 내재하는 

경향성은 그 존재가 지나온 과거, 즉 자취를 돌아봐야 알 수 있다. 경향성 자체를 우리는 결코 직접 

경험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지만 맹자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취의 효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잇는 

“자취라는 것은 따르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21라는 말은 표현만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인지 

아니면 맹자의 입장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자가 맹자와의 논변에서 본성이 무규정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맹자가 사람의 본성은 도덕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는 사실(11.2)을 떠올려 

본다면 이 주장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맹자 본인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 지혜를 말하면서 우의 치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앞서 본성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11.2에서 아래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는 물이 인간의 선한 본성에 비유됐다는 

사실을 종합해본다면 우의 치수에 대한 이야기는 곧 지혜를 통해서 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12.11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맹자는 12.11에서 맹자는 “우의 

치수는 물의 길이었다”22라고 말한다. 의역을 하자면 우는 물이 자연스레 흐르려는 방향대로 물길을 

터주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일 테다. 우의 비교 대상이 되는 백규는 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 홍수를 

일으킨다. 그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는 무관하게 물을 옮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애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물 고유의 흐름을 살렸다는 것을 말할 테고, 천착했다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슬렀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지혜라는 것이 물로 비유되는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 주어진 경향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각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방향이 그 자체로 물의 본래의 순조로운 흐름이어서 수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치수공사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감각적 

반응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도덕적 경향성에 따라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향성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혹은 경향성과는 무관한 이론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결과로 본래의 경향성과는 

어긋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들은 모두 본성의 경향성이 발휘되지 못한 상태로서 물이 

원래의 흐름대로 흐르지 못한 상태로 비유될 수 있다. 특히 뒤의 두 경우는 지혜를 잘못 운용한 결과, 

즉 천착의 결과로 물로 비유되는 본성의 흐름을 거스르게 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물이 원래의 

흐름대로 흐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가 치수 공사를 통해 물의 본래 흐름을 살릴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본성 역시 본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경향성대로 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그 흐름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  故者以利爲本.
22.  禹之治水, 水之道也.

가려지는 경우이다. 아름다운 사람에게 눈길이 빼앗겼을 때, 귀로는 아무 말이 안 들릴 수 있는 것처럼 

감각적 욕구에 끌려가버려 도덕적인 반응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감관은 생각[思]할 

수 없기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즉각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11.15)17 세 

번째는 과거의 경험들을 잘못 해석하여 엉뚱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이다. 유사한 반응을 이끈 

일련의 사건들이 A와 B라는 공통점을 함께 지녔을 때, 사실 그 반응의 결정적인 조건은 A였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속성은 결여한 채 B의 속성만을 지닌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팽경이 그동안 관찰했던 ‘남에게 음식을 얻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공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는데, 팽경은 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음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공이라고도 혹은 의도라고도 혹은 그 둘의 결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가능성들 중 의도라는 선택지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맹자가 제시한 사고실험에 의해 

반박 당했고,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경우들로 인해 우리는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도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을 수도 있게 되고, 따라서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에서처럼 인간 안에 있는 성향을 잘못 이해하여 혹은 성향과는 무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능력 덕분이다. 인간이 무언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추상화하고 구상할 수 없다면, 자신의 과거 반응들을 돌아보는 일도, 과거 반응들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어떤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상하는 것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성향과는 무관한 앎을 가지는 것은 결국 지혜[智]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이런 맥락에서 

8.26에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비판한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앞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본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취[故]를 가지고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취라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利]을 근본으로 한다.18 그 다음 부분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다. 맹자는 지혜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맹자가 비판하는 

지혜는 천착하는 지혜이고, 긍정하는 지혜는 우(禹)의 치수와 같이 애쓰지 않는 지혜이다.19 마지막 

부분은 다시 자취를 통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20

17.  耳目之官不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18.  孟子曰, “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已矣. 故者以利爲本.
19.  所惡於智者, 爲其鑿也. 如智者若禹之行水也, 則無惡於智矣. 禹之行水也, 行其所無事也. 如智者亦行其所無事也, 

則智亦大矣.
20.  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日至, 可坐而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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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의 주체는 확충을 통해 애써 당장은 불편할 수 있는 감정인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을 갖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2425

  확충의 결과 어떤 사건에 대해 도덕적인 반응할 수 있었다면, 그 반응 자체는 불편한 감정일지라도, 

그 반응을 외면하지 않고 도덕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가는데 성공할 경우 우리는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인 문제들을 놓치지 않으려 각 사태들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20에서 맹자가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으로 꼽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러러서는 하늘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굽어서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26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는 그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일 뿐인데, 맹자는 그러한 심리상태가 곧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맹자에게는 도덕적 수치심의 해소는 단순히 마음의 평정, 즉 수치심을 느끼기 이전에 고요했던 감정 

상태를 불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만족감,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은 그 자체로는 불편한 감정이지만, 그에 

따라 실천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만족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역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바랄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27

4. 확충과 본성의 관계

  확충을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제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욕구의 능력, 즉 

본성이 공통점을 지녀 하나의 유로 묶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내어놓으리라는 것이다. 

맹자가 사고실험을 활용한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맹자는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사고실험을 통해서 도덕적인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사한 사태들에 

대해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본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자입정의 사례와 결정적 조건만 공유한다면, 

우리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실험들을 새로 떠올릴 수 있다. 유자입정에서 우물을 

낭떠러지로 바꾸는 등의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떤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반응한다기보다, 그 사건이 지니고 있는, 예를 들어 누군가 죄 없이 죽으려 함과 같은, 특정 조건에 

반응하기 때문인 것이다.

24.  만약 과거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사자는 과거에 
  그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더하여, 지금도 여전한 그 문제 자체에 대해 다시 

추가적으로 측은지심 혹은 수오지심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25.  수오지심을 통해 확충의 동기를 밝히려고 한 본문의 내용은 장원태, 2005 : 207~209쪽의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26.  仰不愧於天, 俯不怍於人, 二樂也.
27.  맹자는 자주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욕구를 유비적으로 설명하는데, 본문에서의 설명 역시 감각적 욕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 혹은 매력적인 성적 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대상들을 원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의 욕구는 
그 대상이 내게 결핍되어 있기에 생기는 것인 만큼 그 자체로는 고통이다. 하지만 그 욕구가 동기로서 작용하여 그 대상을 
얻게 된다면, 그 욕구의 해소는 그 대상을 인지하기 이전의 평정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때의 
감각적 욕구도 그 자체로는 고통이지만 그보다 큰 만족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단 점에서 추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다.

  구도 그 자체로는 고통이지만 그보다 큰 만족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단 점에서 추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다.

  8.26의 마지막 부분, 즉 자취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은, 이처럼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경향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혜를 통해 본성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가 치수공사를 통해 물의 흐름을 

본래대로 흐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지금 물의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이다. 본성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사태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반응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우리의 선한 본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성의 본래 흐름을 지혜를 통해 알아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별의 과거 자취를 통해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듯, 도덕적 반응에 대한 과거의 기준적인 

사례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요약한 결과가 바로 본성이 

가진 경향성의 내용이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 요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수양의 주체는 이 

경향성의 내용과 도덕적 반응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앞으로 맞닥뜨릴 사태 자체와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확충인 것이다.

  그렇다면 확충은 자신의 도덕적 반응을 일반화하여 그러한 반응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조건을 찾아낸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써 각 사태를 검토하여 그 조건을 지닌 사태에 대해 응당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확충을 실행하려는 주체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 사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기는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경우 사후에 찾아올 수 있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도덕적인 반응의 결과 얻을 수 있는 도덕적인 만족감 역시 확충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아무런 지각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건을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여 

문제될 만한 것들에 대해 제대로 지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 도덕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거 경험을 토대로 각 사건들을 검토하여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확충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맹자는 13.6에서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23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부끄러워야 한다는 다소 역설적이어 보이는 이 문장에서 전자의 

부끄러움과 후자의 부끄러움은 층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전자의 부끄러움은 ‘자신이 부도덕적인 

행위를 행하려 함’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후자의 부끄러움은 ‘자신이 부도덕적인 행위를 행하려 

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이다. 이것은 굳이 부끄러움, 즉 수오지심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과거 청소년 시절에 학우를 아무런 측은지심 없이 괴롭힌 

것을 뒤늦게 부끄러워한다면, 이는 측은지심의 부재에 대한 수오지심일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태에 대해 감정적으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 또 다른 부끄러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3.  無恥之恥, 無恥矣..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184 185

동기와 그 사태에 걸맞은 행동 방식 역시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질 것이다.

  8.14에서 맹자가 말하는 자득(自得)은 바로 이처럼 도덕적 반응을 자연스럽게 얻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군자가 도로써 그것에 나아간다고 말한 것은 확충이다. 여기서 도는 

자신의 도덕적 반응들을 반성함으로써 얻은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즉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다. ‘군자가 이 도를 가지고서 그것에 

깊이 나아간다’29라는 것은 바로 본성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각 사태에 어울리는 도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성향이 강화되어 웬만한 사태에 대해서는 애써 

확충을 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반응은 그만큼 분명하고 강할 것이며, 

따라서 그 반응대로 실천하는 것 역시 더욱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그것에 거하는 

것이 편안해진다’30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도덕적 성취는 수양의 주체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도덕적 반응과 그에 따른 실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얻는 

만족감의 경험을 증가시킬 것이고, 경험의 축적은 다시 본성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이끌어, 어느 

사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노력 없이도 본성이 지향하는 도덕적 방향으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 

발전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깊어지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좌우 어디서든 그 

근원을 만나게 된다’31라는 말의 의미일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맹자의 확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보았다. 확충이라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 (1) 유사한 사태들에 대해서 유사한 도덕적 감정들을 느낀다. (2)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어떤 사태를 도덕적으로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태를 도덕적으로 싫어하는지 알려준다. (3) 자신이 

싫어하는 사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과거의 

표준적 사례들이 그런 감정을 불러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건을 일반화를 통해 구체화 한다. (4) 이 

조건을 기준으로 새로 맞닥뜨리는 사태들을 검토하여 어떤 사례가 과거 표준적 사례와 같은 유라는 

것을 인식해낸다면, 그 사태에도 그 유에 적절한 감정과 인식을 새로이 얻게 된다.

  이러한 확충은 대상에 대한 인식적 오류, 감각적 욕구의 방해, 외적 규범의 방해로 인해 각 사태들에 

대하여 본성에 따라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들로 인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확충을 통해서 애써 본성에 

따라 반응하려고 하는 동기는 본성에 따라 도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경우 스스로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을 피하는 것에 있다. 반면 본성에 따라 반응했을 경우에는, 그 감정 자체는 불편하게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그 불편함을 해소시킴으로써 도덕적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양의 

주체는 확충을 통해서 본성에 따라 반응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확충을 이처럼 해석했을 때, 

확충은 본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도덕적 경험의 축적을 통한 

본성의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29.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30.  自得之, 則居之安

31.  居之安, 則資之深, 資之深, 則取之左右逢其原

  그렇다면 확충은 본성이 올바로 각 사건에 대해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로서 본성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감각기관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도, 눈이 감겨있다거나 소리의 

출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감각대상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는 아무런 감각을 

가질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인식의 오류, 

감각적 욕구, 잘못된 이론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도 없을 것이다. 확충은 이처럼 가려져 있는 사태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확충은 이처럼 본성이 드러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성에 따른 도덕적 경험을 

축적시킴으로써  본성의 성장을 돕기도 한다.  확충을 통해서 경험된 도덕적인  감정들은  각자 

독립적이어서 서로 무관한 개별 경험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이 발현된 사례들로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일련의 경험들로서 이해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유자입정의 경험을 통해 얻은 측은지심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곳에서 막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저 특별한 아기가 불쌍하다’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니, 나는 죄 없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반을 

불쌍히 여기는 성향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이해까지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충의 주체는 도덕적인 감정의 경험이 강렬할수록, 자신의 본성이 그러한 사태를 그만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이 내놓은 감정은 그대로 자신의 

감정인만큼, 이러한 이해는 곧 자신이 그러한 사태를 그만큼이나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사실의 

확인으로 이어진다. 이 확인은 그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다. 죽으려고 

하는 아기를 보고 측은지심을 느낀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 느낀 감정이 강한 만큼, 타인의 생명을 

걱정하는  자신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생명과 연관을 맺은 사태들에 

대해 더욱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러한 사태들에 대한 강렬한 반응을 불러오며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맹자가 13.18에서 맹자가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이 마음을 잡고 있는 것[操心]이 위태롭고, 근심이 

깊어서 통달[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28 그들은 임금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관심, 애정에서 멀어짐으로써 경험한 강렬한 고통들이 있었기에 타인들의 관심, 애정을 그만큼 

중시하는 성향을 갖게 되어, 이 성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데 더욱 신중하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타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할 때 이를 측은히 여기는 성향 역시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 경험들을 통해 강화된 성향은 확충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앞서 확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인 반응이 다른 반응들에 의해 묻힐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성향의 강화로 인해 

반응의 정도 역시 강해진다면 도덕적 반응들이 다른 반응들에 쉽사리 가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각적 욕구가 웬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고서는 확충이라는 별도의 노력 없이도 

그 사태에 대한 본성의 도덕적 반응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태에 대한 도덕적 

28.  人之有德慧術知者, 恒存乎疢疾. 獨孤臣孽子, 其操心也危, 其慮患也深, 故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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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본심이란 것이 어디까지가 정말 인간의 선천적인 반응 방식이며 어디부터가 후천적 학습의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맹자』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반응들이 있다. 과연 맹자가 본심으로 여기는 것 중에서 과연 

인간의 선천적인 반응이 과연 존재할까, 있다면 무엇일까 고찰하는 것도 가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미래에 별도의 연구를 통해 해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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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맹자의 사단은 그 마음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경험된 사단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상황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의 해명을 필요로 했다. 본고는 확충이 본성이 발현되도록 할 수 있는 인식적인 노력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확충이 후자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확충은 사단을 통해 

얻은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성이 각 사태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른 사태들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감정,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확충이 이렇게 해석됐을 때, 도덕적 실천은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실천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후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경우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항상 타인과의 도덕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실천을 사회의 

강제가 아닌 자신의 바람으로써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게 만들어, 이웃에게 자신의 시간, 

노력, 물질을 나누는 것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확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도덕적 실천에 성공한 사람은 단지 자신의 것을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채워주며 

얻는 만족감을 통해 자신 역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충의 한계로 지적할만한 것은 지혜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확충 역시 오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이, 이윤, 유하혜 모두 같은 성인이지만 공자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10.1)은 완벽한 확충을 위한 충분한 지혜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준다. 도덕의 

전문가인 성인을 본받을 필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난다. 맹자에게 성인은 사태를 올바로 분석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면서, 사태가 분석하기에 너무 복잡다단한 경우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다. 순이 요를 섬겼던 방식으로 자신의 임금을 섬기고, 요가 그의 백성을 다스렸던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면 될 뿐이다(7.2). 그리고 요의 옷을 입고, 요의 말을 외고, 요의 행동을 행하면 

곧 요가 되는 것이다.(12.2) 성인은 인간의 마음이 똑같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인만큼 

각 상황에서 성인이 행동했던 대로 한다면 그 상황에서 느꼈던 도덕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을 거뒀다면, 이 때 성인이 제시하는 기준은 스스로 

바라거나 떠올린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도덕적 본성이 발현된 결과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침인 만큼 자신의 본성과 무관한 외적 규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지금까지 필자가 해석한 확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욕구가 감각적 욕구에 대해 우위에 서야만 하는데, 본고는 도덕적 욕구의 우선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확충은 감각적 욕구에 가려진 도덕적 욕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도덕적 

욕구가 감각적 욕구에 우선할 필요가 없다면, 애써 확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지만, 맹자가 왜 도덕적 욕구가 감각적 욕구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는지는 별도의 연구 주제로서 가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확충과 연결되어 있는 

주요 연구 주제로는 본심이 있다. 맹자는 사려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도덕적 반응을 본심이라고 부르며 본성의 본래적인 반응 결과로서 간주하고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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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동락(與民同樂)’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일회적·유희적 나눔이 아닌, 백성들의 삶 속 

깊이 파급되는 형태를 띤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주요 법조문 공개를 통한 법의 공유,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를 통한 시간의 공유, 훈민정음 창제를 통한 문자의 공유 등이 있다. 세종은 이처럼 

‘가진 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없는 자’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여민동락을 추구하였다. 그는 

이념·세대·민족·신분·지역 등이 다른 폭 넓은 대상과의 나눔을 추구하였으며, 그 근저에는 생생, 즉 

생명 존중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세종은 생명철학을 현실정치에 구현한 인물이었으나, 그에 대한 일반적 담론은 ‘성군(聖君) 

세종’에 머물러 있다.2 이는 과거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세종을 도구화한 탓이 크다. 학계도 세종의 

정치인 혹은 경영자로서의 업적, 즉 ‘성공의 역사’만 부각시킨 면이 있다. 이제는 영웅주의 사관에서 

벗어나, 세종이 직면한 현실적 딜레마, 그리고 그 속에서 생성 혹은 발전됐을 생각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세종의 치적 너머, 그의 철학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사람의 언어와 행동은 생각을 추동력으로 삼는 법이다. 세종의 정치에 철학적 기반이 없었다면 

6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기는 힘들 것이다.

현대 사회의 분열, 대립, 조장이라는 것이 정치로부터 비롯되었다고들 이야기한다. 그 근본적인 

까닭은 정치가 공학의 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그 관점 안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쟁탈하는가에 

치중할 뿐 나눔이란 없다. 편 가르기를 하여, ‘내 편’에 대해서는 ‘나름’을, ‘남의 편’에 대해서는 

‘나눔’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세종의 정치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세종의 정치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철학과 통한다. 세종이 나눔을 지향한 것은 그의 정치가 

생명철학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는 생명철학이 없기 때문에 공학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상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근본적 지향점으로 하는 유학은 구시대적 가치가 아니라 

시급히 요청되는 현재성을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종이 공학적 차원에서 어떠한 업적을 

내었는가가 아닌, 생생(生生)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가 세종의 

생명철학을 규명해내고자 하였다.

2. 생생지락(生生之樂)

국가 최고 통치자의 담화는 사적이 아닌 공적 차원으로 간주된다. 그 기능은 피치자(被治者)에게 

국가 정책의 방향을 알려주고,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역설하며, 공유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한다.3 

따라서 통치자의 담화를 분석하면 그의 정치철학 및 비전, 당시의 보편적 가치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비전은 대체로 피치자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의 담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행복 실현의 구체적 방법 등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최고 

1.  최일범, 「生態學的 觀點에서 본 東洋思想의 人間觀」, 『陽明學』제27호, 2010, 54쪽.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상환·오채원의 논문(「문화 기억으로서의 ‘세종 콘텐츠’ 연구」, 『오토피아』Vol.30 No.2, 2015)을 

참고할 것.
3.  박성희, 「대통령 취임 연설의 제의적(Epideictic) 특성 수사 분석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문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권, 2009, 196쪽.

세종시대의 나눔 ‘공향(共享)’

오채원 (성균관대학/동양철학)

요약문

본 논문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나눔’에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행복의 조건은 정치적 

나눔에 있는데, 이러한 점은 유학의 유기체적 사유 속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따라 세종(世宗)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생생지락(生生之樂)’을 정치적 

모토로  삼았는데 ,  그  근저에는  ‘공향 (共享 ) ’ ,  곧  나눔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  세종은 

이념·세대·민족·신분·지역 등이 다른 폭 넓은 대상과의 나눔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때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의 삶 속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처럼 ‘나름’과 ‘나눔’이 함께 하는 

정치, 즉 개별성과 동시에 보편성도 충족할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하여야, 모두 함께 ‘생생(生生)’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세종의 정치철학은 훈민정음 창제 등 민생 밀착형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이 사회적 행복에 맞춰져 있다면 세종의 가치는 매우 현대적이고 

유효하다. 정치는 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행복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가치와 지향점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그 전형이 바로 세종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종이 공학적 

차원에서 어떠한 업적을 내었는가가 아닌, 생생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가 세종의 생명철학을 규명해내고자 하였다.

• 주제어

 세종 (世宗 ) ,  나눔 ,  여민동락 (與民同樂 ) ,  여민가의 (與民可矣 ) ,  공향 (共享 ) ,  생생 (生生 ) , 

생생지락(生生之樂)

1. 들어가는 글

‘생생(生生)’으로 대표되는 유학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생명을 향해 있고, 생명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획일이 아니라 다름과 공유, 즉 ‘나름’과 ‘나눔’의 두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가에서는 진리의 발견 혹은 학습을 넘어,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였다.1 이러한 지향점은 

정치에서도 공유되었다. 조선의 국시였던 유학은 이처럼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띠며, 그 대표주자인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등은 철학자이자 동시에 현실 정치가였다.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世宗)은 동양철학의 유기체적 사유를 현실에 반영한 정치가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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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생생이란 (내가) 삶과 (남을) 살림의 행복, 즉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나와 이질적·대립적 존재의 포용과 조화, 이를 통한 상생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의 

사회에 적용해본다면,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규범체계와 개인의 자유가 합일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음도 유추할 수 있다.

세종이 추구한 생생지락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보람을 찾고, 나와 이질적인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어울림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승적(大乘的) 행복이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비배타적·선순환적인 행복인 것이다. 

세종이 백성들에게 농사에 부지런할 것을 권하고, 관리들에게는 백성들을 잘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다음의 교서에서 세종이 지향하는 생생지락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농사는 입는 것과 먹는 것의 

근원이기에, 임금이 정치에서 우선시해야 한다. 오직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천명(天命)과 관계되기에, 

천하의 지극한 노고가 맡겨진 것이다. 윗사람이 성심(誠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부지런히 근본에 힘써 생생지락할 수 있겠는가? “…” (관리들은)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이 

근본에 힘쓰도록 인도하라. 밭을 경작하고 농사에 힘써서, 어버이를 우러러 섬기고,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서, 나의 백성이 장수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면, 바라건대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며, 예의를 지켜 서로 겸양하는 풍속이 일어나서,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함께 평안하고 조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12

이에 앞서 세종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춘 최초의 농법서적인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한 

바 있다(세종 11/5/16). 그 후, 위의 권농 교서를 통해 세종은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임금 자신은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베풀고, 관리들은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지도하며, 

백성들은 농사에 힘쓰는 등 각자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하여 결국 조선은 상생의 문화가 선 나라가 될 수 

있다. 자신과 이질적인 존재에게도 성심을 다하고, 이를 통해 생생의 가치가 선순환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세종이 추구한 나라였다. 

세종의 교서에서 생생지락은 ‘공향(共享)’과 동반되어 ‘공향 생생지락’으로 기재되기도 한다.13 다음 

장에서 공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國 以 民 爲 本 ,  民 以 食 爲 天 。 農 者 ,  衣 食 之 源 ,  而 王 政 之 所 先 也 。 惟 其 關 生 民 之 大 命 , 
是以服天下之至勞。不有上之人誠心迪率, 安能使民勤力趨本, 以遂其生生之樂耶? “…” 各盡乃心, 導民務本, 服田力穡, 
仰事俯育, 以壽我民命, 以固我邦本, 庶幾家給人足, 蔚興禮讓之風; 時和歲豐, 共享熙皞之樂。(세종 26/윤7/25) (실록의 
기사는 당시 재위한 임금과 연월일을 표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문헌의 인용 시, 타 문헌들은 해당 쪽을 기술하지만, 실록은 
이와 달리,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게재하는 것이 학계의 관례이다.)

13.  세종 24/1/7; 25/10/24.

통치자의 담화를 조선시대에 대입하면 임금의 교서(敎書)가 해당되는데, 이 교서는 임금이 국가의 

공식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4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에 ‘생생지락’은 총 16회 등장한다. 이 중 세종이 교서에서 총 

8회5 언급하기에, 그가 중요시한 가치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생지락은 농사·국방·외교 등의 

사안에서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서 언급된다.

생생지락의 ‘생생’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평가받는 『상서(尙書)』에서 발견된다.6 

여기에서 생생은 일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삶에 충실함’, ‘삶의 조건이 개선됨’, ‘생업’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즉 생활인으로서 현실에 충실한 모습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보다 철학적인 의미는 『주역(周易)』「계사(繫辭) 상」의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生’은 우선, 명사로서 “생장·생명·생존·생활”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사로서는  “출생하다 ·생산하다 ·발생하다 ·양생하다 ·봉양하다 ·누리다 ·불어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7 이에 따라 생생지위역은 ‘생명을 생산시키는 것이 변화이다’, ‘(끊임없이) 낳고 낳는 

것이 우주의 변화법칙이다’, ‘살고 살리는 것이 변화이다’등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바로 만물이 

쉼 없이 생성ㆍ변화되는[生生不息] 순환론적 생명관·우주관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에서 변화란 

임시변통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범위로 삼는다.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 되고자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기를 “쉬지 않고 애쓰기[乾乾]”8 때문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것이다.9 따라서 주역 생생의 원리를 쉼 없는 생명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

동양철학에 심취했던 분석심리학자 융(C. G. Jung, 1875-1961)은 공간적으로 유리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감응하여 동시에 태도·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공시성(共時性)을 주역의 

원리에서 발견하였다.10 우주를 구성하는 음(陰)과 양(陽)이라는 대대적(對待的) 존재의 생성 및 조화도 

생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음 또는 양의 독립 개체로는 생명의 생성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양자의 감응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11 따라서 우리 개개인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의적(相依的)·상보적(相補的) 관계에 있다. ‘나름’ 혹은 ‘다름’이 ‘나눔’ 혹은 ‘공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심영환·노인환, 「조선시대 교서(敎書)의 연원(淵源)과 분류(分類)」, 『한문학논집』34권, 2012, 10쪽.
5.  ‘생생지업(生生之業)’까지 포함하면 총 9회에 이른다.
6.  그대들 만백성이 생생하지 못하여, 나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으면, 선대 임금께서는 그대들에게 죄와 질환을 내릴 

것이다[汝萬民 乃不生生 予一人猷 同心 先后丕降與汝罪疾。].(『상서』 반경(盤庚)」중) ; (지도자들은) 재물 모으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백성들이) 생생의 길을 따르도록 힘써라[無總于貨寶，生生自庸。].(「반경」하)

7.  이시우, 「『주역』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을 통해 본 유가의 사생관 고찰」, 『동서철학연구』58권, 2010, 143쪽.
8.  『주역』「건괘(乾掛)」‘구삼(九三)’
9.  窮則變，變則通，通則久。 (『주역』「계사(繫辭)」하)
10.  최일범, 「生態學的 觀點에서 본 東洋思想의 人間觀」, 『陽明學』제27호, 2010, 41쪽.
11.  김병환, 「儒家의 生命觀 : 生生, 만물일체와 '살림'의 생명론」, 『유교사상연구』제22집, 2005,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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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차 왕자의 난 때에 아버지 태종에 의해 제거된 정도전(鄭道傳)의 아들인 정진(鄭津)을 

중용 (重用 )하였으며 (세종  9 /3 /6 ) ,  고려에  충절을  지킨  정몽주 (鄭夢周 )와  길재 (吉再 )를 

《충신도(忠臣圖)》에 넣도록 지시하였다(세종 13/11/11).

세종은 공향에 있어,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동래의 관노비 출신인 장영실은 대호군(大護軍) 

(세종 20/1/7), 경상도 채방별감(採訪別監) (세종 20/9/15) 등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세종이 

중용한 황희(黃喜)는 서자 출신이다(세종 10/6/25). 그리고 세종 시대에는 여자 관노비에게 

산전 30일과 산후 100일간의 출산휴가(세종 12/10/19; 12/10/25), 그리고 남편에게 30일간의 

산간휴가를 주는 등 사회의 가장 하층민에게도 복지제도를 시행했다(세종 16/4/26).

세종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공향하였다. 대기근이 들면 상대적으로 물자가 풍부한 곳에서 기근이 

심한 고장으로 물자를 이동시켜 기민을 구휼하였다(세종 4/8/22).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 받는 백성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막지 않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적었다.22

이처럼 세종은 이념·세대·민족·신분·지역 등을 아우르는 공향을 구현하였다. 다시 말해, 대대적 

존재에게도 나눔의 가치를 정책 속에서 실현하는 정치가였다. 세종은 공향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른바  ‘여민동락(與民同樂)’의 개념인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4. 여민동락(與民同樂)23

‘여민동락’은 맹자(孟子)가 「양혜왕(梁惠王)」 상·하에서 설파한 민본(民本) 사상으로 유명하다.24 

맹자에 의하면,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않고 자신만 즐긴다면 백성들이 반발하겠지만, 즐김을 

백성들과 함께한다면, 임금이 즐기는 것을 보며 백성들은 기뻐한다는 것이다. 즉 맹자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주장했다.그런데 맹자와 세종의 여민동락은 차이가 

있다. 맹자의 여민동락은 전망대[靈臺·동물원[靈囿]·연못[靈沼] 등 왕의 소유물을 즐기는 것을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도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가 적다. 세종은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민동락하고자 하였는데, 우선 그는 법을 몰라 고통 받는

22. 세종 4/10/9; 4/윤12/28/ 5/2/22; 5/5/18.
23.  세종실록에서는 ‘여민해락(與民偕樂)’과 ‘여민락(與民樂)’의 용례가 발견된다. 
24.  양혜왕이 연못가에 서서, 기러기와 사슴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어진 사람 역시 이런 것을 즐깁니까?”맹자가 대답했다. 

“어진 사람이라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지, 어질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이 있더라도 즐기지 못합니다. 『시경(詩經)』에서 
‘처음에 (왕이) 영대를 지으려 하실 때, 땅을 재고 푯말을 세우니, 백성들이 지어 며칠 만에 완성했네. 서두르지 말라고 
이르셨건만, 백성들은 자식처럼 기꺼이 왔다네.왕께서 영유를 거니시니, 암사슴은 편안히 누워 있구나. 암사슴은 살지고, 
백조는 흰빛이 곱구나. 왕께서 영소를 거니시니, 못에 물고기가 넘쳐나는구나.’하였습니다. 문왕께서 백성의 힘으로 전망대를 
짓고 연못을 팠는데, 이를 백성들이 기쁘게 여겨 그 전망대를 영대, 그 연못을 영소라 하며, 그곳에 사슴, 물고기와 자라가 
있음을 즐겼습니다. 옛사람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즐겼기에, 능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탕서(湯誓)』에서 ‘이 태양(하나라의 
걸 임금)이 언제 없어질꼬? 내 너와 함께 망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같이 망하자고 하면, 비록 전망대, 연못, 새와 
짐승이 있다 한들 어찌 홀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孟子見梁惠王，王立於沼上，顧鴻鴈麋鹿，曰, “賢者亦樂此乎？” 
孟子對曰, “賢者而後樂此，不賢者雖有此，不樂也。《詩》云, ‘經始靈臺，經之營之，庶民攻之，不日成之。經

始勿亟，庶民子來。王在靈囿，麀鹿攸伏，麀鹿濯濯，白鳥鶴鶴。王在靈沼，於牣魚躍。’ 文王以民力為臺為
沼。而民歡樂之，謂其臺曰靈臺，謂其沼曰靈沼，樂其有麋鹿魚鼈。古之人與民偕樂，故能樂也。《湯誓》曰, 

‘時日害喪？予及女偕亡。’ 民欲與之偕亡，雖有臺池鳥獸，豈能獨樂哉？”] (『맹자』「양혜왕」상)

3.공향(共享)

공향의 ‘享’은 ‘신에게 제사지냄[祭]’, ‘신께 제물을 바침[獻]’과 연관된, 흠향(歆饗)·향사(享祀)

ㆍ향제(享祭)·치공(致貢)·진공(進貢) 등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신이 제물 혹은 기원을 받아들여서 

발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에, ‘좋음’, ‘형통함’의 의미까지 포함한다.14 결국 공향이란 복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公共) 철학자 김태창의 주장에 의하면, 행복에는 개인의 행복인 

사복(私福), 지역사회시민 혹은 국민 등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체의 행복인 공복(公福), 

그리고 이 둘을 아우르는 공복(共福, co-happiness)이 있다. 공복(共福)은 사복과 공복(公福)이 

조화를 이룬 공복(共福)에 가깝다. 즉 개인의 배타적 행복 추구가 아닌, ‘나눔의 행복’인 것이다.

세종은 생생지락을 공향할 대상을 조선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았다. 조선의 국경선을 

위협하는  함길도의  여진족에게도  “오랫동안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함께  생생지락”  하자고 

효유한다.16 자국민뿐 아니라 이민족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공향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 

귀화한 왜인들은 곧 우리나라의 백성”17이라는 세종의 관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세종대에는 

귀화인에게 토지 조세는 3년을 기한으로, 노동력 무상 징발[徭役]은 10년을 기한으로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세종 6/7/17), 경복궁에서 귀화인에게 연회도 베풀었다(세종 6/12/13). 이처럼 

“야인을 중히 대우하였기 때문에 귀화하여 벼슬한 자가 많았”고,18 왜인 24명이 귀화하는(세종 

5/2/21) 등 단체로 조선으로 이주해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종이 공향한 대상은 ‘민족’에 제한적이지 않았다. 소위 ‘오랑캐’라 부르던 동북방의 

이민족도 포용하여 함께 생생지락할 것을 효유했다. 실제로 귀화자에게는 벼슬과 토지 등을 제공하고 

구휼하며 장례를 치러주었다.19 세종 치세에 기여한 인물 중 하나인 장영실(蔣英實)은 그의 아버지가 

원나라 유민 출신자이다(세종 15/9/16).

세종은  ‘이념’이  다른  이들과도  공향하였다 .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내걸었지만 , 

세종은  민간에서  널리  믿어온  종교로서  불교를  인정했고 (세종  6/3/8; 23/윤11/25), “승도 

또한  나의  백성”20이라며  포용했다 .  그리고  대기근  발생  시에  사찰  안에  진제소 (賑濟所 )와 

구료소(救療所)를 설치하는 등 불교계의 도움을 받아 기민(飢民)을 구휼하였다(세종 4/8/3; 4/9/10). 

또한 그는 ‘이단’으로 취급되던 풍수지리를 공식 회의인 경연(經筵)에서 다루고(세종 15/8/4), 

인쇄한 『장자(莊子)』를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등(세종 7/1/17) 성리학 외의 종교 및 학문에 

개방적이었다(세종 15/7/7; 15/8/4).

세종은 ‘세대’에도 포용적이었다. 그는 조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직서(直書)의 원칙을 고수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찬수(撰修)하도록 했다.21 

14.  이승률, 「“형(亨)”의 원의」, 『동방학지』166권0호, 2014, 49-51쪽.
15.  김태창, 「교토포럼에서 논의된 公共性과 公共幸福-특히 경제와 환경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2012-2호, 2012, 18-26쪽.
16.  以此知汝等向國之誠, 終始不渝, 厚加賚賜, 以賞汝功, 汝當益堅此心, 永作藩籬, 共享生生之樂可也。(세종 24/1/7)
17.  投化我國倭人等, 卽是我國之民也。(세종 1/5/15)
18.  世宗、世祖朝重待野人, 故投化侍朝者多。(연산 3/5/28)

19.  세종 4/11/23; 4/윤12/2; 17/7/3; 19/7/2; 23/6/28.
20.  然僧徒亦吾民也。(세종 21/4/12)

21.  세종 0/12/25; 5/12/29; 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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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에게 법조문을 알려주었다. 세종이 법조문을 이두(吏讀)로 번역하여 반포하는 취지를 

살펴보자.

세상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도, 법조문에 의거해서 판단하여야 죄의 경중(輕重)을 알게 되는 

법인데,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제 범죄의 대소(大小)를 알아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이 법조문 전체를 알게 할 수는 없겠으나,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별도로 뽑아 적고, 이를 

이두로 번역해서 민간에게 반포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이조판서 허조는) 백성들이 법조문을 알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수시로 송사를 일으킬 

것이요, 윗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커질 것입니다.’라고 염려하나, 모름지기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들이 

금법(禁法)을 알아, 두려워서 피하게 하는 것이 옳다.25

이에 앞서 세종은 백성들에게 법률을 강습시키고, 법률 서적을 배포하고, 법조문을 요약하여 

광화문 밖과 도성의 주요 장소에 붙이도록 한 바 있다.26 그럼에도 백성들의 어려움이 여전하자,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로 번역하여 알려주고자 하였다. 법률상의 죄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법을 알게 되면 이를 악용할 것이라며 관리들은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백성 스스로가 판단하고 조심하여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조문을 알려주었다. 그의 생각에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는 범법자를 벌주는 것은 

조사모삼(朝四暮三)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27 이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주지 않고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은 학정”28 이라고 말한 공자의 인식과도 닮아 있다.

"금령의 조문을 요약하여 글 판을 만든 후, 광화문 밖과 도성의 각 문과 종루 등지에 걸어서 다 

알게”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29 한자와 이두를 통한 법 정보의 공유가 한계에 부딪히자, 세종은 재위 

25년 되던 해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문자를 익히고, 글을 해석하여, 분쟁 혹은 

재판에서 스스로 판단을 세울 수 있으리라 세종은 기대했다. 이는 다음의 훈민정음 어제(御製) 및 

서문에서 엿볼 수 있다.  (훈민정음은) 글자 28자의 전환이 무궁하여,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정밀하면서도 쉽게 통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으니, 송사(訟事)에 대해 들으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우리 동방의 예악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줄 수 있으나, 사투리와 일상어가 중국어와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취지의 이해가 어려워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피의자의 곡절(曲折)을 알기 어려우므로 괴로워하였다.30

25.  雖識理之人, 必待按律, 然後知罪之輕重, 況愚民何知所犯之大小, 而自改乎? 雖不能使民盡知律文, 別抄大罪條科, 譯以吏文, 
頒示民間, 使愚夫愚婦知避何如? “…” ‘民知律文, 則爭訟不息, 而有凌上之漸。’ 然須令細民, 知禁而畏避也。(세종 14/11/7)

26.  박현모, 「세종의 법 관념과 옥사(獄事) 판결 연구」, 『한국정치연구』23권 1호, 2014, 9-10쪽.
27.  民不知法, 而罪其犯者, 則不幾於朝四暮三之術乎? (세종 14/11/7)
28.  不教而殺謂之虐。(『논어(論語)』「요왈(堯曰)」)
29.  略節禁令條畫爲文板, 掛光化門外及都城各門鍾樓等處, 令其悉知。(세종 11/2/5)\
30.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吾東方禮樂文物, 侔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세종 28/9/2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은 짧으면 단 몇 시간, 길어도 열흘 안에 익힐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자로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세종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세종이 시행했던, 주요 법조항의 이두 번역 및 반포(세종 

14/11/7; 14/11/13)의 목적과도 통한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백성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즉 

“원억(冤抑)”을 푸는 일은 통치자로서 중요하다.31 이것이 바로 “정치하는 도리”이기 때문이다.32 

백성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즉 부정성을 제거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세종의 

급선무였다. 공자도 강조하였듯이, 나라는 경제와 국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존립이 흔들린다.33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세종의 급선무였다. 

따라서 그는 법조문과 문자의 공유를 통한 여민동락을 추진했던 것이다.

원억함에 집중한 세종은 범법자도 여민동락의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죄수가 더위를 먹지 

않도록 물을 떠다줄 것을 제안하고(세종 30/7/2),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감옥의 위생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며(세종 11/2/8), 병 든 자는 성의껏 치료하도록 지시하였다(세종 7/3/24). 

또한 죄인에게도 연로한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었다(세종 26/7/4). 사회적 소외자도 

생생의 기회를 준 것이다. 진정한 여민동락은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에 대한 실록 기사를 보자.어리석은 백성들이 시각에 어두우므로 앙부일구 두 개를 

만들어 안에는 시신(時神)을 그렸으니, 대저 무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시각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하나는 혜정교(惠政橋) 가에 놓고,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놓았다.34농업사회에서는 해가 

뜨면 일터인 농지로 나가고, 해가 지면 일을 접고 귀가하는 등 일출 및 일몰에 대한 인지만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이는 오해이다. 그때에도 농사 활동 외에 문서 행정, 제사 및 의례, 점복(占卜), 의료 활동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시간은 기준점을 알려주는 중요 정보였다.35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

세종 역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두 

곳에 설치하였다. 이때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각 시간을 의미하는 

그림을 그려 넣었던 것이다. 중요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정책 곳곳에서 

발견된다. 

31.  백성의 원억을 해소하고자한 세종의 교서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세종 5/7/3; 7/6/23; 7/7/5; 8/4/28; 
 13/1/19; 13/5/16; 14/3/22; 16/7/23; 18/5/12; 21/3/20; 21/4/28; 25/5/14; 25/6/3; 27/1/18; 29/1/8; 
 29/2/21; 29/6/13.
32.  冤抑不伸, 豈爲政之道乎? (세종 13/1/19)
33.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식량과 군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이 세 가지 중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길 ‘국방이다’. 자공이 물었다. ‘나머지 둘 중 한 가지를 더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은 모두 죽는 법이다. 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는) 서지 못한다.’ [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子貢

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曰：去兵。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曰：去食。自古皆有死，民

無信不立。](『논어』「안연(顏淵)」)
34.  愚夫愚婦昧於時刻, 作仰釜日晷二件, 內畫時神, 蓋欲愚者俯視知時也。(세종 19/4/15)
35.  최진묵, 「중국 고대사회의 시간활용」, 『인문논총』70권 0호, 2013, 1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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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글

‘나눔의 정치’는 공자도 중시했다. “국과 가를 소유한 사람은 (백성의 수가) 적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않음을 근심하고, 가난이 아니라 불안을 근심한다. 대개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화평하면 (백성 수의) 부족이 없으며, 안정되면 (국과 가가)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다.”38 이처럼 균형을 

통한 조화로운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주역』의 손괘(損卦)39와 익괘(益卦)40에는 ‘한쪽에서 덜어내어 다른 쪽에 더해주는 것’이 

결국은 보탬이 된다는 개념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가난한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치의 논리로 악용하면 곤란하다. 덜어냄이란 비움·조화·도덕적 수양을 가리킨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위계의 상층부에서 면피용 혹은 과시용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 ‘상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有孚惠心]’으로 나누어야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勿問元吉].41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은 자신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융은, 우리의 정신은 대극(對極)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극 없는 정신활동이란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에  따르면 ,  정신의  두  대극  중  어느  한  극을  누르면 ,  일시적으로는  진압되는 

듯이 보이지만, 한 극이 무의식에 머무르다가 힘을 키워 의식을 뒤덮어버린다. 이것이 대극의 

반전(Enantiodromia)이라는 개념이다.42 대극의 반전을 이루면, 인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극의 

합일을 이루는 생명에 대한 가치 체계를 성립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정신활동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기도 한다. 

임금이 이것으로 위태로움을 생각하면 (장차) 위태로움을 알 수 있을 것”43임을 현재의 위정자들도 .

이해해야 한다. “양 극단을 잡는[執其兩端]”『중용(中庸)』의 덕으로 인해, 현명한[大智] 위정자는 

생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는, 너도 나도 함께 행복한 공복(共福)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극의 합일이며, 공향 생생지락하는 길이다. 이러한 균형·조화는 

나눔으로써 가능하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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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계씨(季氏)」)
39.  단전에서 말하길, 감손이란 아래에서 덜어서 위에 더한다는 뜻으로 아랫사람이 (자발적으로) 윗사람에게 바친다는 

이치이다.[彖傳: : 損，損下益上，其道上行。] (쑨잉퀘이·양이밍 저, 박삼수 역, 『주역 : 우주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지혜』, 
현암사, 2007, 604쪽)

40.  단전에서 말하길, 증익이란 위에서 덜어 아래에 더한다는 뜻으로, 백성이 이익을 얻어 그 기쁨이 무한하며, 통치자가 위에서 
아래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풂으로써 왕도가 크게 광명하도다.[彖傳 : 益，損上益下，民說无疆，自上下下，其道大光。] 
(위의 책, 621쪽.)

41.  『주역』「益掛」‘九五’
42.  이부영, 『노자와 융: 『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한길사, 2012, 60-61쪽.
43.  夫君者, 舟也。庶人者, 水也。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 君以此思危, 則危可知矣。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서적을 편찬하여 백성들과 풍요로움을 

공유한데 이어, 해시계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시간’이라는 권력을 공유하였고, 법조문을 알려주어 

‘법’이라는 권력을 공유하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문자’를 넘어 ‘지식’이라는 권력도 공유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기존에 있는 것을 함께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 문자를 새로 만들어내면서까지 

여민동락하려 했다는 데서 맹자와 세종의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세종은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공향했고, 이를 통해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자생적(自生的) 인간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세종이 백성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가능했다. ‘여민가의(與民可矣)’ 즉 ‘백성과 함께하면 

된다’는 세종의 생각은 국정 운영 전반에 녹아 있었다.36 이에 대한 실록의 기사를 살펴보자.

 경상도 관찰사가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새로 개간한 밭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오랫동안 

경작해온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라고 아뢰니, 임금(세종)이 “어째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만일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백성과 함께하면 될 것이니, 그리 하도록 

호조에 이르라.”라고 하였다.37

당시 조선에서 새로운 개간지는 2년까지 면세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50% 감세하며, 4년째에 

들면서부터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상도 관찰사가 새 

개간지를 분별하기 힘드니, 그냥 모두 세금을 정상 부과하자고 건의한다. 그러자 세종은 새 개간지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경우, 백성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세종이 즉위 11년째 

되던 해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춘 최초의 농법서적 『농사직설』을 편찬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 농사직설은 중국과 다른 우리 실정에 맞는 최신 농법을 요점만 간결하게[直說] 정리하여 유용함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사 경험이 풍부한 나이든 농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다. 비록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고급 정보의 공유 및 생산은 힘들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정한 여민동락이란 이와 같이 상대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 한 것이라고 본다. 대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관리와 백성을 세종은 서로 생생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지식인 혹은 관리자 계층의 학습된 지식을 상도(常道)라고 본다면, 백성이 삶에서 터득한 실천법을 

권도(權道)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은 백성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상도와 권도의 생생, 

그리고 이를 통해 여민가의할 수 있었다.

결국 세종은 ‘여민가의’했기에, ‘공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생생지락’의 ‘여민동락’이 가능했다. 

결국 세종대의 행복이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나눔의 정치’의 지향점이었다.

36.  조성환,「한국의 공공철학, 그 발견과 모색-다산, 세종, 동학을 중심으로」,『동학학보』32-0, 2014, 240쪽.
37.  慶尙道監司啓: “改量後新墾之田, 分辨實難, 乞依久耕田例收稅。” 上曰: “何不分辨乎? 如其可疑, 則與民可矣, 

其諭戶曹。”(세종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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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한국의 공공철학, 그 발견과 모색-다산, 세종, 동학을 중심으로」, 

           『동학학보』32호, 2014, 221-258쪽.

최일범, 「生態學的 觀點에서 본 東洋思想의 人間觀」, 『陽明學』제27호, 2010, 37-59쪽.

최진묵, 「중국 고대사회의 시간활용」, 『인문논총』70권 0호, 20

본고는 ‘나눔의 행복’의 가치와 역사를 우리의 옛 문헌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세종이 보기에, 

선진지식·문화·법·문자라는 권력을 일부 계층만 소유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누리게 하면 모두 

생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종이 국가 경영의 목표로 삼은 것은 나눔이 일상적인 사회였다. 다시 

말하면, 배타적이지 않은 행복, 국민들이 함께 나누는 행복이었다.  그 결과, 세종조는 공향하는 

생생지락으로 모두 함께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다. 

즉 우리의 공향(共享)은 이념·세대·민족·신분·지역 등을 아우르는 진정한 어울림이며, 이를 위해 

선조들은 때때로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삶 속에 들어갔다. “한 그릇의 밥을 두 사람이 함께 

먹으면 배는 부르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혼자만 배부른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44라는 하륜(河崙)의 

발언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눈으로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자기중심적 이해에 빠질 수 있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학에서는 인간의 주체적이고 자아수양적 인간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연 만물의 가치를 실현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표명한다.45 현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유학의 시작점인 생명에 대한 사랑 곧 ‘인(仁)’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진리 혹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인간에게 진리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이자 자아실현의 동기이다.46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추구했던 나눔을 통한 사랑의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 그치지 말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4.  一簞之食, 二人共食, 雖不能飽, 猶愈於一人獨飽也。(태종 15/1/16)
45.  최일범, 앞의 논문, 57쪽.
46.  위의 논문,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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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즐거움·고통의 감정을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의 나눔은 구성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관과도 관련된다. 선진 시기의 사상가인 묵가, 장자, 맹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인간관에 따라 나눔의 의미와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본론

묵가 : 자원·이익의 생산과 나눔

 물에서 배를 사용하고 뭍에서 수레를 사용하면, 군자는 두 발을 고생시키지 않고 소인은 등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나없이 재화의 각출에 응하면서도 원망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도리어 모든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악기의 경우도 이와 같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나 역시 감히 배격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비유하건데 성왕이 배나 수레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나 

역시 감히 배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인민에게는 3대 고통이 있다. 굶주릴 때 먹지 못하고, 추울 때 입지 못하고, 일에 지쳤을 때 쉬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인민의 크나큰 고통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도대체 큰 종 치고 북 두드리고 

거문고 타고 피리 불며 검무[劍舞]나 추고 있어도, 인민의 의식(衣食)의 재원은 마련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다.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현재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고, 대가(大家)가 소가(小家)를 침벌하며,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고 ,  귀인이  천인을  업신여기고 , 

외적·내란자·도적 떼가 일제히 일어나도 제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도대체 큰 종 

치고 북 두드리고 거문고 타고 피리 불며 검무나 추고 있어도, 천하의 혼란은 다스려질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묵자는 말했다. “만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여 큰 종, 북, 거문고, 피리 등을 연주하는 행위는, 천하의 이익을 조성하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묵자는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는 그르다”고 했다. -『묵자』「非樂上」1

 위 인용문에서 묵가는 세금을 걷는 합당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묵가는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세금을 걷는 것이 옳지만, 백성으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는 백성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묵가가 정치 또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백성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150-151쪽에서 재인용.

선진시기 사상에서 나눔의 3가지 유형
-묵가, 장자, 맹자의 경우-

진종원 (서울대학교/철학)

국문요약

 선진시기 묵가, 장자, 맹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나눔의 의미와 방식을 살펴보았다. 정치에서 나눔은 

크게 ‘자원·이익의 나눔[분배]’과 ‘감정의 나눔[공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세 사상가들에게서 

이러한 나눔의 의미와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①묵가의 주요한 정치적 문제의식은, 구성원들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의 생산과; 이 생산물의 나누어가짐[분배+소유]이다. 

따라서 ‘감정의 나눔’을 배제하고 ‘자원·이익의 나눔’을 강조한다. 이 ‘자원·이익의 나눔’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기의 합당한 이익·몫을 나누어가짐을 의미한다. ②장자의 이상적인 

통치방식은, 통치자가 한정된 자원 또는 고정된 경제적 이익에 절묘한 나눔의 형식[名·文]을 가하여 

백성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자원·이익의 나눔’은 ‘감정의 나눔’을 이루기 위한 형식이자 

수단이며, ‘감정의 나눔’이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요소이다. 이 ‘나눔’은 개인적인 소유 및 

감정이 없는 통치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맹자의 이상적인 통치방식은, 통치자가 자신의 욕구·감정을 

백성과 나누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백성들의 자원·경제적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곧 ‘감정의 나눔’과 ‘자원·이익의 나눔’이 병행된다. 이 ‘감정의 나눔’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욕구·감정이 있음을 전제하며, ‘자원·이익의 나눔’은 통치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봉건질서를 전제한다.

* 주제어

나눔, 분배와 공유, 욕구와 감정, 의로움[義], 조삼모사(朝三暮四), 여민동락(與民同樂)

Ⅰ. 들어가는 말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을 나누거나, 다양한 감정을 나누는 일은 구성원의 화합과 공동체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정치에 있어서 나눔의 의미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맥락에서 나눔은 크게 ‘자원·이익의 나눔[분배]’과 ‘감정의 나눔[공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자원·이익의 나눔’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또는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가지거나[또는 나누어주는] 정치적 행위이다. ‘감정의 나눔’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기쁨·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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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그곳의 복숭아와 오얏을 훔쳤다고 하자. 여러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게 되면 즉시 그를 비방할 것이며, 위에서 정치를 하는 이는 그를 체포하는 즉시 처벌하려 

할 것이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그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와 돼지와 닭을 훔친 자에 이르러선 그 의롭지 않음[不義]이 또한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와 오얏을 훔친 것보다 더욱 심하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이는 그로써 남에게 손해를 

끼침이 더욱 많아서, 그 어질지 못함이 더욱 심하여, 죄가 더욱 심하여, 죄가 더욱 무겁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천하의 군자들이 모두 알고서 비난하며 ‘의롭지 않다[不義]’고 

일컫는다. -『묵자』「非攻上」6

 이처럼 묵가의 ‘의롭지 않음[不義]’은 스스로 노동을 하지 않고 남의 소유물을 탈취하여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합당한 이익·몫을 침해하여 자신의 이익·몫을 취하는 것이 

의롭지 않음[不義]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묵가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합당한 이익·몫을 어짊[仁]과 

같은 덕이나 사회적인 처벌 및 평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묵가의 의로움[義] 또는 사회정의가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원 또는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갖는 것[분배와 소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묵가의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굶주림·추위·피로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지 못하게 하여 하층민들의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묵가는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의 

생산과 이 생산물의 나누어가짐[분배와 소유]을 주요한 정치적 문제의식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을 자기의 합당한 이익·몫으로 소유하도록 이를 의로움[義]·사회정의로 

규정함으로써 하층민 또는 소생산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묵가의 이러한 정치적 견해는 인간을 주로 물질에 대한 육체적 욕구를 가진 개체로 파악하고, 인간의 

삶과 정치에 있어서 이 욕구에 대한 충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묵가는 육체적 욕구 이외의 인간이 가진 다양한 욕구·감정과 이 욕구·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음악과 상례는 백성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은 배격하고 상례는 간소화해야한다는 묵가의 주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7 묵가는 오로지 굶주림·추위·피로와 같은 물질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악·상례를 통해 즐거움·슬픔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묵가의 이러한 입장은 ‘감정의 나눔’보다 ‘자원·이익의 나눔’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음악·상례를 통한 즐거움·슬픔의 나눔보다, 오로지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의 나눔에 

집중함으로써 구성원을 화합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묵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동일한 단위의 개체들로 본다. 즉 모든 인간이 동일한 육체적인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지각능력[知]을 가지고 있는 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다.8 이는

6.  송영배, 『제자백가의 사상』, 현암사, 1994, 74-75쪽에서 재인용.
7.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제5장 5절 ‘무엇이 인민의 큰 이익인가’ 참조.
8.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1 ‘후기 

묵가 – 전체와 부분’ 참조.

 위 인용문에서 묵가는 백성의 고통을 굶주림·추위·피로와 같은 육체적 고통으로 설명한다. 이는 

곡식·옷감·부역과 같은 자원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와 관련된다. 

묵가의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백성의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 및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묵가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것과 같은 의롭지 않은 정치적 상황을 문제 

삼는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하층민들의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생겨나 아직 우두머리가 없을 때, 대개 그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의로움[義]을 달리하였다. 이래서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의로움이 있었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의로움이 있었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가지 의로움이 있었다. 사람의 수가 더욱 많아지면 

이른바, 의로움도 역시 많아진다는 것이 된다. 이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을 그르다고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서로를 비난하였다. -『묵자』「尙同上」2 

 위 인용문에서 묵가는 개인들마다 의로움[義]이 있고, 이러한 각각의 의로움[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 야기된다고 본다. 묵가는 개인의 본성에 도덕적 판단 능력 내지 도덕적 성향이 내재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의로움[義]을 도덕적인 의미로 말하기 힘들다. 이 의로움[義]은 이로움[利]과 

결부되어 각자에게 합당한 이익 또는 몫을 의미한다.3 우두머리를 통해 정치적 체제가 통일되지 

않았을 때의 개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과 몫을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저마다의 합당한 이익과 

몫에 대한 주장은 충돌을 빗을 수밖에 없다.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이익·몫을 규정해주는 하나의 의로움[義]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남의 마당에 들어가 남의 복숭아, 오얏, 오이나 생강을 

취하면 윗사람은 그를 붙잡아 벌을 주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그를 그르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묵자가) 말하였다. “자기가 노동은 하지 않고 그 결실만 취한 것이니, (이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묵자』「天地下」4

 이처럼 묵가는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시킨다.5 자기가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을 자기의 합당한 이익·몫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묵가의 의로움[義]이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들이 

합당하게 나누어갖는 것, 즉 분배하고 소유하는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6쪽에서 재인용.
3.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5-23쪽 참고.
4.  송영배, 『제자백가의 사상』, 현암사, 1994, 73-74쪽에서 재인용.
5.  송영배, 『제자백가의 사상』, 현암사, 1994, 제3장 1절 ‘묵가의 노동하는 인간관과 의(義, 사회정의)에 대한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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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는 혼란한 사회 또는 고통 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한 묵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당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음악을 배격하고 상례를 간소화하는 묵가의 엄격한 법도는 보통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는, 

인간의 실정과 어긋난 것이라고 말한다. 장자가 보기에 음악을 연주하는 즐거움과 장례를 치르는 

슬픔은 천하 사람들의 마음[天下之心], 즉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자는 묵가와 같이 사회적인 법도 또는 의로움[義]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남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장자가 선왕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인간 또는 사회는 음악과 

상례라는 일정한 형식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즐거움 또는 슬픔의 감정을 나누어왔다. 이는 물질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 이외에도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이를 충족시켜 왔음을 의미한다. 장자가 보기에 묵가는 인간의 육체적 욕구 이외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이를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전통적인 형식을 무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자는 세상의 인심과 동떨어져 있는 묵가의 사상은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王道]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장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감정을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이 욕구·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사회적인 

법도나 형식 역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명을 수고롭게 하여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 동일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朝三)’이라 부른다. 

무엇을 ‘조삼’이라 하는가? 원숭이를 기르는 자가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말하길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원숭이를 기르는 

자가) 말하길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명칭[名]과 실질[實]이 어긋나지 않으면서 희로(喜怒)의 감정을 쓸모 있게 하였으니, 

역시 천성[是]을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시비(是非)로써 조화시키고, 천균(天均:자연의 

공평한 경지)에서 휴식하니, 이것을 ‘양쪽으로 행해짐[兩行]’이라 말한다. -『장자』「제물론」10

 위 원문에서 장자는 성인과 백성의 관계를 ‘원숭이를 기르는 자’와 ‘원숭이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즉 도토리가 7개라는 실질[實]은 동일하지만, 성인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라는 나눔·분배의 명칭[名] 또는 형식을 가함으로써 백성들을 모두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0.  왕선겸 저,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27-28쪽에서 원문을 인용하였고, 왕선겸의 주석을 따라 번역하였다.  
勞神明為一，而不知其同也，謂之朝三。 (『집해』: 若勞神明以求一，而不知其本同也，是囿於目前之一隅，與「朝三

」之說何異乎？) 何謂朝三？ 狙公賦芧，曰：「朝三而暮四。」眾狙皆怒。曰：「然則朝四而暮三。」眾狙皆悅。名實

未虧，而喜怒為用，亦因是也。 (『집해』: 列子黃帝篇：「宋有狙公者，愛狙，養之成群，能解狙之意，狙亦得公之心

。損其家口，充狙之欲。俄而匱焉，將限其食，恐眾狙之不馴於己也，先誑之曰：『與若芧，朝三而暮四，足乎？』 
眾狙皆起而怒。俄而曰：『朝四而暮三，足乎？』 眾狙皆伏而喜。物之以能鄙相籠，皆猶此也。聖人以智籠群愚，亦猶狙

公之以智籠眾狙也。名實不虧，使其喜怒哉！」 張湛注：「好養猿猴者，因謂之狙公。芧音序，栗也。」 案：漆園引之，
言名實兩無虧損，而喜怒為其所用，順其天性而已，亦因任之義也。) 是以聖人和之以是非，而休乎天鈞，是之謂兩行。 
(『집해』: 釋文：「鈞，本又作均。」成云：「均，自然均平之理。」 案：言聖人和通是非，共休息於自然均平之地，物與我

各得其所，是兩行也。案<寓言>篇亦云：「始卒若環，莫得其倫，是謂天均。天均者，天倪也。」 此作「鈞」，用通借字。)

 공동체 구성원 간의 질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며, 혈연 또는 세습되는 신분과 같은 특권을 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묵가는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하여 모든 구성원들 

각각의 합당한 이익·몫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묵가의 ‘자원·이익의 나눔’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기의 합당한 이익·몫을 나누어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묵가가 말하는 ‘자원·이익의 

나눔’은 봉건제와 같이 모든 자원·경제적 이익을 소유한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나눔이라 할 수 있다. 

2. 장자 : 초월적 성인의 나눔

 후세에  사치를  물려주지  않고 ,  사물을  낭비하지  않으며 ,  본수 (數 :本數 ,  본질적  예법 )나 

말도(度:末度, 구체적인 제도)의 각종 형식을 요란하게 추구하지 않으며, 엄정한 도덕률로써 

자신들을 교정하여, 항상 세상의 급선무(빈곤, 기아 등)를 대비하는 데에 힘썼다. 고대에 이 방면에 

도술(道術)을 집중한 이들이 있었으니, 묵적과 금활리가 이런 학풍을 전해 듣고 그것에 심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실천했고, 너무 고지식하게 추구했다. 음악의 배격(「非樂」)을 

주장하면서, ‘비용의 절약(「節用」)’을 명분으로 삼았다. 살아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죽어서는 

복상을 원하지 않았다. 묵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氾愛)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며(兼利), 투쟁을 

배격할(非鬪) 것을 주장했다. 그의 사상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는 학문을 좋아하여 해박했고, 

기이한 주장은 없었으나 선왕의 가르침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통적 예법과 음악의 

가치를 혹평했다. 예전에 황제는 함지(咸池), 요 임금은 대장(大章), 순 임금은 대소(大韶), 우 

임금은 대하(大夏), 탕왕은 대호(大濩), 문왕은 벽옹(辟雍)이라는 음악이 있었고, 또 무왕과 주공은 

(武)라는 음악을 지었다. 또 전통적 상례(喪禮)의 경우 귀천에 따라 의례가 다르고 상하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예컨대 관과 덧관은 천자는 7겹, 제후는 5겹, 대부는 3겹, 사는 2겹으로 한다는 

준칙이 있었다. 그런데 묵자만은 살아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죽어서는 복상을 원하지 않으며, 

3치 두께의 오동나무 관을 만들되 덧관은 없애는 것을 법식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도를 스스로 실행하는 것은 정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으로 묵자의 

사상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 불렀는데 노래를 반대하고, 곡을 

(하고 싶어) 했는데 곡을 반대하고,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음악을 반대하는 일이 과연 인정에 

맞는 이치이겠는가? 묵자는 살아서는 고생이요, 죽어서는 박장이어서, 그의 도는 너무나 각박하여 

사람을 근심하고 슬프게 했고, 정말로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필경 성인의 

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인지상정과 상반되기(反天下之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비록 묵자 자신은 감내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세상의 

인심과 동떨어진 이상, 왕도[王道]로부터도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 -『장자』「天下」9

9.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172-17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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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眞宰]를 설정하거나,12 지각 작용[知]과 다른 정신[神]을 설정하는 것13 역시 이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즉 성인의 경우 욕구·감정 또는 지각작용을 넘어서 있는 마음의 영역을 통해 피시·시비·희로의 

구별을 넘어서 있는 동일한 실질 또는 통일된 세계를 알고, 피아·시비·희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인은 마음의 작용 또는 구조에 있어서 일반 사람과 질적인 유(類)를 달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자의 ‘감정의 나눔’과 ‘자원·이익의 나눔’은 독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장자는 

‘감정의 나눔’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삼고 있음에도, 임금 또는 

통치자는 개인적인 욕구·감정에 얽매이면 안 되는 존재로서, 백성 또는 피통치자들의 즐거움·슬픔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원·이익의 나눔’에 있어서도 통치자는 나와 너라는 피아의 관계를 

벗어나 있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천하 또는 국가의 자원·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소유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개인적인 소유 또는 감정이 없는 통치자에 의해 피통치자들의 자원·이익 또는 감정의 

나눔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자가 생각하는 성인 또는 이상적인 통치자란 개인적인 소유 및 

욕구·감정·판단이 없는 존재로서, 현실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초월적인 존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4

11.  장자는 「제물론」에서 만물일체와 같은 통일된 道의 세계와; 피아(彼我)·시비(是非)·희로(喜怒)가 구별된 현상의 세계를 상정한다. 
장자의 조삼모사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서, 동일한 실질[實]과 같은 통일된 세계와; 언어[名]·예법[文]과 같은 
형식으로 인해 피아(彼我)·시비(是非)·희로(喜怒)가 구별된 세계를 모두 아는 성인이 이러한 형식을 활용하여 다시 화합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26-30쪽. 「제물론」 以指喻指之非指，不若以非指喻指之非指也

；以馬喻馬之非馬，不若以非馬喻馬之非馬也。天地，一指也；萬物，一馬也。可乎可，不可乎不可。道行之而成，物謂

之而然。惡乎然？然於然。惡乎不然？不然於不然。物固有所然，物固有所可。無物不然，無物不可。故為是舉莛與楹

，厲與西施，恢恑憰怪，道通為一。其分也，成也；其成也，毀也。凡物無成與毀，復通為一。唯達者知通為一，為是

不用而寓諸庸。庸也者，用也；用也者，通也；通也者，得也。適得而幾已。因是已。已而不知其然，謂之道。勞神明為
一，而不知其同也，謂之朝三。何謂朝三？狙公賦芧，曰：「朝三而暮四。」眾狙皆怒。曰：「然則朝四而暮三。」眾狙皆

悅。名實未虧，而喜怒為用，亦因是也。是以聖人和之以是非，而休乎天鈞，是之謂兩行。古之人，其知有所至矣。惡乎

至？有以為未始有物者，至矣盡矣，不可以加矣。其次以為有物矣，而未始有封也。其次以為有封焉，而未始有是非也。
是非之彰也，道之所以虧也。道之所以虧，愛之所以成。果且有成與虧乎哉？果且無成與虧乎哉？有成與虧，故昭氏之鼓

琴也；無成與虧，故昭氏之不鼓琴也。昭文之鼓琴也，師曠之枝策也， 惠子之據梧也，三子之知幾乎！皆其盛者也，故載

之末年。唯其好之，以異於彼，其好之也，欲以明之彼。非所明而明之，故以堅白之昧終。而其子又以文之綸終，終身無成

。若是而可謂成乎，雖我亦成也。若是而不可謂成乎，物與我無成也。是故滑疑之耀，聖人之所圖也。為是不用而寓諸庸

，此之謂以明。
12.  왕선겸 저,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21-23쪽. 「제물론」 非彼無我，非我無所取。是亦近矣，而不知其所為使。必〔一〕有

真宰，而特不得其眹。 可形已信，而不見其形，有情而無形。百骸、九竅、六藏，賅而存焉，吾誰與為親？汝皆說之乎？
其有私焉？如是皆有，為臣妾乎，其臣妾不足以相治也〔二〕。其遞相為君臣乎，其有真君存焉。如求得其情與不得，無益

損乎其真。一受其成形，不亡以待盡。與物相刃相靡，其行盡如馳，而莫之能止，不亦悲乎！終身役役而不見其成功，●
然疲役而不知其所歸，可不哀邪！人謂之不死，奚益？其形化，其心與之然，可不謂大哀乎？人之生也，固若是芒乎！其

我獨芒，而人亦有不芒者乎！夫隨其成心而師之，誰獨且無師乎？奚必知代而心自取者有之？愚者與有焉。未成乎心而有是

非，是今日適越而昔至也。是以無有為有。無有為有，雖有神禹，且不能知，吾獨且奈何哉！ 
13.  왕선겸 저,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42-43쪽. 「養生主」 庖丁釋刀對曰：「臣之所好者道也，進乎技矣。始臣之解牛之時

，所見無非牛者。三年之後，未嘗見全牛也。方今之時，臣以神遇，而不以目視，官知止而神欲行。依乎天理，批大郤，
道大窾，因其固然。技經肯綮之未嘗，而況大軱乎！

14.  장자는 「소요유」에서 “성인은 명이 없다[聖人無名]”고 말한다. 장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현실 또는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칭송되거나 언급될 수 있는 업적 또는 행적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왕선겸 저,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13쪽 참고.

장자가 생각하는 성인의 통치란 동일한 실질[實]에 절묘한 언어적 형식[名]을 가함으로써 백성들의 

욕구·감정을 충족시켜주고, 이로써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자의 정치적 견해는 어떤 면에서 묵가의 주장과 정반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묵가는 

인간에게서 물질에 대한 육체적 욕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의 생산과 이 생산물의 나눔을 정치의 핵심적인 요소로 삼는다. 그러나 장자가 보기에 

묵가의 방식은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즉 묵가와 같이 인간의 천성인 다양한 욕구·감정을 

억제하여 노동을 통한 생산과 이 생산물의 나눔[분배와 소유]만을 엄격하게 지키려하는 것은 

인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위 원문에서 장자가 제시하는 성인의 통치방법이란, 

도토리 7개라는 동일한 실질 또는 한정된 자원에 조삼모사(朝三暮四)·조사모삼(朝四暮三)과 같은 

나눔·분배의 언어적 형식[名]을 가함으로써 백성들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자원 또는 고정된 경제적 이익에 절묘한 나눔의 형식을 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주고 

이로써 구성원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장자가 선왕의 음악과 상례에 근거하여 묵가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王道]가 아니라고 비판한 것 역시, 음악과 상례라는 예법의 형식[文]을 통해 구성원들이 

즐거움과 슬픔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감정의 나눔을 통해 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선왕의 이상적인 통치방식임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물질로 인한 육체적 욕구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이 제공되었을 때 충족된다. 따라서 묵가는 

구성원들의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고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려 한다. 그런데 장자가 말하는 통치방식은 구성원들의 감정을 충족시킴으로서 구성원들의 

육체적 욕구를 해소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경제적 이익의 나눔은 실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지기 보단, 감정의 충족을 위한 언어적 형식[名]이자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자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육체적 욕구와 다양한 감정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치에 

있어서 감정의 충족을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자원·이익의 나눔’과 ‘감정의 나눔’을 모두 인정하지만, ‘자원·이익의 나눔’은 ‘감정의 

나눔’을 이루기 위한 형식이자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감정의 나눔’이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의 견해는 질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인간을 전제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장자가 

성인과 백성을 ‘원숭이를 기르는 자’와 ‘원숭이들’에 비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백성과 유(類)를 달리하는 존재이다. 도토리가 7개라는 실질[實]은 동일함에도 원숭이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화를 내고 조사모삼[朝四暮三]에 기뻐한 것과 같이 일반 사람들은 언어적 

형식[名] 또는 예법의 형식[文]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名·文]을 따라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몫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며,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내놓는다. 그러나 성인은 

동일한 실질[實]과 이러한 형식[名·文]으로 구별된 현상을 모두 알고,11 이 형식[名·文]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줄 뿐이다. 즉 성인은 네 것·내 것이라는 소유관계의 구분이나 이로 인한 

시비판단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백성들은 피아·시비·희로에 얽매여 있는 존재라면, 성인은 이를 

초월해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장자가 이목구비의 욕구 또는 마음의 욕구·감정을 초월해있는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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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에서 맹자는 선왕의 음악과 세속의 음악을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음악의 질적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감정이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욕구·감정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갈수록 충족감이 더 커지는 경험적 사실과 같이 개인이 가진 보편적인 욕구·감정으로부터 

나눔의 대상을 점차 넓혀 천하 사람에까지 이르는 것이 왕도 정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욕구·감정의 나눔에 근거한 왕도 정치는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맹자는 「고자상」편에서 성인과 자신을 동류(同類)라고 말하며, 이목구비의 욕구와 

마음의 욕구는 성인과 자신이 동일하다고 말한다.16 「양혜왕하」에서는, 왕도 정치가 훌륭하지만 

재물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서 이를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제선왕에게 맹자는 

역사적 사례를 들며 이런 욕구를 백성들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與百姓同之] 쉽게 통일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17 이처럼 맹자는 외물에 대한 욕구·감정과 이 욕구·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지각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왕도 정치를 설명한다.

 제나라 선왕이 별궁인 설궁에서 맹자를 접견했다. 왕이 “현자도 이렇게 아름다운 별채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누리는지요?”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백성들의 윗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근심을 자신들의 근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천하 사람들과 

근심을 함께 하고서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경공(景公)이 안자(晏子)에게 ‘과인은 전부산과 조무산을 여행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에 까지 가려고 합니다. 과인은 어떻게 준비하면 옛 선왕들이 행했던 순방에 

견줄만 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자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천자가 

16.  맹자 11-7 孟子曰: “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暴,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 今夫麰麥, 
播種而耰之, 其地同, 樹之時又同, 浡然而生, 至於日至之時, 皆熟矣. 雖有不同, 則地有肥磽, 雨露之養, 人事之不齊也. 
故凡同類者, 擧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與我同類者. 故龍子曰: ‘不知足而爲屨, 我知其不爲蕢也.’ 屨之相似, 
天下之足同也. 口之於味, 有同耆也. 易牙先得我口之所耆者也. 如使口之於味也, 其性與人殊, 若犬馬之與我不同類也, 
則天下何耆皆從易牙之於味也? 至於味, 天下期於易牙, 是天下之口相似也. 惟耳亦然. 至於聲, 天下期於師曠, 
是天下之耳相似也. 惟目亦然. 至於子都, 天下莫不知其姣也. 不知子都之姣者, 無目者也. 故曰: 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 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17.  맹자 2-5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毁明堂. 毁諸? 已乎?” 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行王政, 則勿毁之矣.” 
王曰: “王政可得聞與?”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祿,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老而無妻曰鰥. 老而無夫曰寡. 老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詩云: ‘哿矣富人, 哀此煢獨.’” 王曰: “善哉言乎! ” 曰: “王如善之, 則何爲不行?”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貨云: ‘乃積乃倉, 
乃裹餱糧, 于橐于囊. 思戢用光. 弓矢斯張, 干戈戚揚, 爰方啓行.’ 故居者有積倉, 行者有裹糧[二]也, 然後可以爰方啓行. 
王如好貨,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色.” 對曰: “昔者大王好色, 愛厥妃. 詩云: ‘古公亶甫, 
來朝走馬, 率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來胥宇.’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3. 맹자 : 백성과 함께함

 다른  날에  맹자가  왕을  만나보고는  “왕계서는  언젠가  장포에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은 안색이 변하면서 “과인은 요순과 

같은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라고 

했다. 맹자가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요즈음의 음악도 

옛날의 음악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그것에 관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맹자가 “혼자만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혼자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했다. 다시 맹자가 

“몇몇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몇몇의 사람들과 즐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했다.

 맹자가 말했다. “제가 왕께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이 울리는 소리와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들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은 음악을 연주하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부자는 서로 만나 보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는 흩어졌구나.’ ... 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를 듣고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낯빛을 띠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아마도 

편찮으신 데가 없으신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겠는가?’ ... 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즐거움을 같이 하신다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맹자』「梁惠王下」15

  위 원문에서 맹자는 제선왕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王道]는 백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與民同樂]이라 주장한다. 맹자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왕에게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경험적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감정과, 이러한 욕구·감정은 여러 사람이 함께할수록 더 충족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길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맹자는 천하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與民同樂]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한다. 맹자가 왕도 정치에 있어서 

욕구·감정의 나눔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맹자 저, 박경환 역, 『맹자』, 홍익출판사, 2005, 57-6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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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는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백성은 왕이 여행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왕이 

병이 나실까 걱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맹자는 왕도 정치에 있어서 욕구·감정의 나눔을 

중요한 근거로 삼지만, 이 욕구·감정의 나눔에는 백성에게 자원 또는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주는 

것이 병행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왕이 백성과 욕구·감정의 나눔을 통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백성에게 

나누어주어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왕도 정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맹자는 정치에 있어서 ‘감정의 나눔’과 ‘자원·이익의 나눔’ 모두를 중시한다. 맹자가 말하는 

‘감정의 나눔’이란 임금 또는 통치자가 자신이 가진 욕구·감정을 구성원들과 나누는 것이며, 왕도 

정치는 이 나눔의 대상을 천하 사람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나눔’의 

확대는 왕이 소유한 자원·경제적 이익을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자원·이익의 나눔’이 병행된다. 이러한 

나눔은 통치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봉건질서의 계급적 차별을 전제하면서도, 모든 인간이 동일한 

욕구·감정이 있으며 이 욕구·감정을 나눌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나가는 말

 나눔의 의미와 방식이 묵가·장자·맹자 각자의 사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됨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묵가와 장자의 견해가 정반대에 위치한다면, 맹자는 그 둘의 중간에서 특정한 맥락에 따라 

묵가와 비슷하거나; 장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과 경제적 이익의 생산 또는 증가를 통해 백성의 고통을 

줄여야한다는 점에서 묵가와 맹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즉 두 사상가 모두 실질적인 자원·경제적 

이익의 나눔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만 정치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물질에 대한 인간의 육체적 욕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감정 역시 충족되어야만 화합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자와 맹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즉 장자와 맹자 모두 구성원들이 

희로(喜怒) 또는 즐거움·고통의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만 사회가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 작용·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묵가와 맹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즉 묵가는 ‘자원·이익의 나눔’이; 맹자는 ‘감정의 나눔’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장자는 성인과 백성의 질적 종류를 구분하고, ‘자원·이익의 나눔’과 ‘감정의 나눔’은 

실질적으로 백성에만 적용된다. 한편 절대적 또는 능동적인 통치자와 수동적인 피통치자를 설정하는 

점에서 장자와 맹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장자와 맹자 모두 ‘자원·이익의 나눔’과 ‘감정의 나눔’에 

있어서 통치자가 행위하면 피통치자는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 반면 묵가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의로움[義] 아래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자원·이익의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묵가, 장자, 맹자가 전개한 다양한 나눔의 의미와 방식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인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사상이 반대되거나 겹쳐지면서 나눔의 3가지 유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은 그들의 전체 사상 안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후에게로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고 합니다. 순수라는 것은 제후가 지키는 영토를 순시한다는 

뜻입니다.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러 가는 것을 술직(述職)이라 합니다. 술직이라는 것은 맡은 

직무를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봄에는 밭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하(夏)나라의 속담에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으며,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자께서 한 번 유람하시고 한번 순방하시는 것이 제후들의 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전국을 순방하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양식을 걷어 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렸어도 먹지 못하고 피곤하여도 쉬지 못하며 서로를 흘겨보고 비방하다가, 마침내 

서로가 해치고 빼앗는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왕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하며 물을 흘려버리듯 음식을 낭비하고, 즐거움에 빠져 멈출 줄 모르고[流],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맘껏 즐기며[連], 자신을 어지럽힐 만치 사냥질에 몰두하고[荒], 자신을 

망쳐버릴만치 술을 마셔대서[亡],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옛날의 선왕은 멈출 

줄 모르고 즐거워하거나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즐기려하지 않았고, 자신을 어지럽힐 만큼 

사냥질에 몰두하거나 자신을 망칠 만큼 술을 마시는 행동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을 따를지는 오직 

군주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매우 기뻐하며, 나라 안에 대대적으로 명령을 내린 후 교외로 나가서 

머물면서  창고의  양곡을  풀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  그리고  음악을  관장하는 

태사(太師)를 불러 ‘나를 위해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치소(徵招)와 각소(角招)라는 음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사에서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습니다.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맹자』「梁惠王下」18

 위 원문에서 맹자는 다시 한 번 제선왕에게 백성과 즐거움·근심을 함께하라고 설득한다. 즉 왕이 

백성의 즐거움·근심을 자신의 즐거움·근심으로 여긴다면 백성 역시 왕의 즐거움·근심을 자신의 

즐거움·근심으로 여길 것이며, 이것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맹자는 

왕과 백성이 동일하게 가진 즐거움·근심과 이 즐거움·근심의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에 근거하여 왕도 

정치를 설명한다.

 이어서 맹자는 왕과 백성이 즐거움과 근심을 함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그것은 임금이 

천하를 여행하면서 백성들의 농사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었던 선왕의 사례이다. 이를 즐거움과 

근심의 나눔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임금이 자신의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먹는 즐거움을 생각해보고 백성의 굶주리는 고통을 걱정하여 백성의 농사에 도움이

18.  맹자 저, 박경환 역, 『맹자』, 홍익출판사, 2005, 64-6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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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ly allocated. 

 Secondly, for Zhuangzi, the idealistic governing method is that the ruler satis�es 

people’s feelings by applying excellent sharing methods (míng名 or wén文) to share limited 

resources or a �xed amount of economic bene�ts. ‘The sharing of resources and bene�ts’ 

represents the form and the way to achieve ‘the sharing of feelings’. Moreover, ‘the sharing 

of feelings’ becomes the actual component in forming a harmonic community. This kind 

of sharing takes place under the sovereign of the ruler who does not own any feeling and 

property individually.

  Last but not least, Mencius‘s idealistic method of governing is the ruler sharing 

his own wants and feelings, at the same time part of his property with his people so as to 

increase their resources and economic benefits. In other words, ‘the sharing of feelings’ 

and ‘the sharing of resources and bene�ts’ occur at the same time. This kind of ‘sharing 

of feelings’ requires that all members of the society own identical wants and feelings. On 

the other hand, ‘the sharing of resources and bene�ts’ is built on feudal system, the social 

system in which the ruler owns everything.

* Keyword

sharing, a l location(fēnpèi分配 )  and sharing(gòngyŏu共有 ) ,  wants and feel ings, 

righteousness[義], zhāosānmùsì(朝三暮四), yŭmíntónglè(與民同樂)

이 글의 내용만 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단지 

선진시기의 사상을 통해 나눔의 의미와 방식을 구성해보고, 각각의 특징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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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kinds of ‘Sharing’ in Pre-Qin thought: 

In Case of Mozi, Zhuangzi and Mencius

Jin, Jongwon / SNU

 In this paper, the meaning and ways of ‘sharing’ are discussed focusing on the 

thoughts of three philosophers in the Pre-Qin period: Mozi, Zhuangzi and Mencius. In 

political context, the meaning of ‘sharing’ can be classi�ed into two. One is ‘the sharing or 

allocation of resources and bene�ts (fēnpèi分配)’, while the other one refers to ‘the sharing 

of feelings (gòngyŏu共有)’. The meaning and ways of ‘sharing’ are established differently 

between the three philosophers. 

 Firstly, Mozi’s main political concern is about the production of resources and 

economic bene�ts which satisfy the physical needs that the members of the society have, 

together with the allocation of the outcome, i.e. fēnpèi分配 (allocating) + suŏyŏu所有 

(owning). Consequently, ‘the sharing of feelings’ is ignored whil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benefits’ is emphasized. In this cas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bene�ts’ implies that members enjoying the same rights have their bene�ts and 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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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회사상학회

Association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5월 28일, 09:00 ~ 13:00  |  정서함양장 (1층)

09:00 ~ 13:00, May 28  |  1F, Conference Hall

나눔과 소통, 어울림의 동양사회사상적 성찰과 대응: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세계화와 탐욕적 자본주의의 면모가 지구촌 곳곳에서 위험과 재난 그리고 무수한 갈등적인 양상들로 표출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위험과 불안 그리고 위기의 현대사회에서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갈등

과 양극화는 일상의 구조화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사회사상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성찰성의 

위기이자 실증만능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동양사회사상학회는 이러한 새로운 사상과 사회학적 이론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마주하고 대안적 이론과 새

로운 사회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오래된 사회역사적 삶의 토대위에서 형성된 사유

양식들과 사회사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적 사회사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나눔’과 ‘소통’ 그리고 ‘어울림’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동양사회사상적 성찰과 진단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The Reflection and Confrontation of The Philanthropy, Mutual understanding and 

Joining by The East Social Thoughts; introspection and prospection on Sociology 

Greedy capitalism and globalization has led to a number of risks, disasters and con�icts across the world. 

Faced with the crises resulting from them, people are leading lives full of risk and anxiety. 

The con�ict and polarization that we face in our everyday lives have deepened the crisis that we are in. We 

believe that such crisis has resulted from lack of introspection, which in turn has originated from the lack of 

ideologies in our society and excessive reliance on positivism.

Faced with the demands of our society for new thoughts and sociological theory,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has made incessant efforts in order to come up with alternative theories and new 

sociological models. By shedding a new light on the different way of thinking, which was created based on 

the social and historical life of the Orient, we’d like to examine and diagnose various aspects of ‘sharing’, 

‘communication’ and ‘living in harmony’ as part of efforts to come up with alternative social thoughts of 

Korea.

5월 28일

May 28

동양사회사상학회

Association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09:00~13:00 | 정서함양장 (1층) / 1F, Conference Hall

5월 29일

May 29

한국일본사상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Thought

09:00~13:00  | 다목적실 (2층) / 2F, Multipurpose Room

세션 6  |  SESSION VI.

전문학회 참여마당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5월 28일 - 29일   |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May 28 - 29     |  Andongsi You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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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사상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Thought 

5월 29일 09:00 ~ 13:00  |  다목적실 (2층)

09:00 ~ 13:00 May 29  |  2F, Multipurpose Room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는 ‘역사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동경재판의 검증, 자학사관의 불식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후 일본 민주주의

의 역사 및 사상, 정치 등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정하여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적 분
위기는 소위 ‘전후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전환 상황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국내 문제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근린국가와의 선린 및 외교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전후 일
본의 민주주의를 시공간적으로 논의해 보는 장을 마련하고 그 사상적 흐름을 정치적, 역사적, 철학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Postwar Democracy of Japan and East Asia

Recently, the Abe administration of Japan built the ‘History Review Panel’ to verify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case and to do away with its self-torturing view of history.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engaging in revisionist 
movements in full gear to revise its post-war history, ideologies, and politics. It is safe to say that such social 
atmosphere evidences that Japan’s post-war democracy is in crisis or in the process of evolving into another. This 
behavioral change is expected to make a huge ripple effect not just within the country but also on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erms of both good-neighbor and diplomatic relations. Given that, the Society will 
create a venue where Japan’s post-war democracy can be diagnosed spatiotemporally and will re-evaluate its 
ideological transition politically, historically, and philosoph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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