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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說儒｣에 나타난 ‘儒敎’ 담론

胡適

李 姸 承 (서울대학교)

Ⅰ. 緖言
아편전쟁 이후 잇단 외우내환 속에서 이 천여 년의 중국 제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붕괴되고,
청말 민국 초기에 중국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누려왔던 유교가 유래 없는 도전을 받게 되면서 ‘儒’
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무언가의 기원(origin)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대체로
그것의 본질에 대한 추구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기원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설사 기원을 안다고 해도 그 이후 전개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儒의 기원에 대한 탐구와 논쟁이 20세기 초부터 현저하게 증가했던 것은 중화
문명의 중핵을 이루는 유가 전통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절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천라이(陳
來)는 ｢說說儒｣1)라는 글에서 고금을 통하여 儒의 기원을 논한 총 18인의 주장을 들고 있는데,
‘古人論儒’에 6종, ‘近人說儒’에 8종, ‘晩近釋儒’에 4종이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후스의 ｢說
儒｣는 20세기 초중반에 해당되는 ‘近人說儒’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說儒｣는 8가지 주장
중의 하나라기보다는 나머지 7가지가 ｢說儒｣를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이렇듯 ｢說儒｣는 1934년 12월 ｢中央硏究員歷史語言硏究所集刊｣에 발표되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후스 자신도 이 저작에 대하여 특별히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
다.3) 그러나 1950년대에 중국 대륙에서는 후스의 사상을 청산하려는 두 차례의 움직임이 있었고,
1) ｢說說儒｣는 原道 第2輯(北京: 團結出版社, 1995)에 실려 있고, ‘古今原儒說及其硏究之反省’이라는 부
제가 달려 있다. 같은 글이 古代宗敎與倫理: 儒家思想的根源(北京: 三聯書店, 1996)이라는 저서에도 실
려 있는데, 다만 ‘師儒’라는 제목 하에, 6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필자는 후자를 사용한다.
2) ①장태염의 ｢原儒｣에 이어 ②후스의 ｢說儒｣가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어서 후스의 견해에 반박했
던 ③馮友蘭, ④후스의 ｢說儒｣ 저작에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했던 傅斯年, ⑤｢駁說儒｣를 썼던 郭沫若 ⑥
｢駁胡適之說儒｣를 썼던 錢穆 ⑦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후스와 마찬가지로 儒의 직업설을 주장했던 侯外廬
의 中國思想通史 ⑧후스 ｢說儒｣의 득실을 논한 바 있는 楊向奎의 견해가 나열되어 있다.
3) ｢說儒｣는 1936년 商務印書館에서 펴낸 胡適論學近著 第1集 卷1에 실렸는데, 후스는 이 책의 自序에서
“｢說儒｣는 중국 고대 학술문화사의 신선한 관점을 제공한다. 나는 이 관점에 대해 자신이 있고, 장래 점점 史
學家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회의적인 평론이 적지 않다고 해도 말이다”라고 하며
이 글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胡適學術文集(下冊), p.613; ｢說儒｣가 출간된 이후 학계의 큰 반향을 일
으켜 27명의 학자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17편의 문장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尤小立, ｢胡適之‘說儒’
硏究史(1934-2014): 評述與展望｣, 安徽史學, 2017年 第4期, p.147.

⋅211

212⋅第40次 韓國中國學會 中國學國際學術大會

1980년대 이후 후스의 사상, 정견 및 현대중국에서의 지위와 작용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었는데,4) 이러한 과정에서 ｢說儒｣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우샤
오리(尤小立)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說儒｣에 대한 연구가 주로 ‘비판’으로 시작되어 ‘비판’ 일
색이었으나 胡秋原⋅戴君仁 등 일부 학자들의 학술적인 논의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그 가운데
王爾敏의 연구를 ｢說儒｣에 대한 전문적 연구의 효시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5)
｢說儒｣에는 학술사⋅사상사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어 있으며, 과거 ｢說儒｣ 연구에
서는 주로 儒의 기원 시기―殷代였나? 혹은 周代, 혹은 춘추시대였나?―, 삼년상의 문제―은나라
의 제도였나? 혹은 주나라 이후 유가들이 제정한 제도였나?―, 노자와 공자의 선후 문제 등이 반복
적으로 면밀하게 고찰, 논의되어 왔다. ｢說儒｣의 연구사에서 대서특필할 만한 것은 여우샤오리의
胡適之｢說儒｣內外라는 700쪽에 달하는 단행본으로,6) 서명과 ‘학술사와 사상사의 연구’라는 부
제에서 짐작하듯이 비단 ｢說儒｣ 자체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뿐 아니라 ｢說儒｣라는 저작의 출현
을 20세기적 사건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說儒｣에 대한 종합적 연구서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기는
커녕 더 보탤 만한 내용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이나, 필자의 관견으로는 아직 국내에는 ｢說
儒｣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연구서의 성과에 힘입어 ｢說儒｣에 나타난 ‘儒敎’
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20대에 미국에서 留學했던 후스는 儒學이든 儒家든 儒敎든 모두 ‘컨퓨
셔니즘(Confucianism)’으로 영역되는 상황을 경험하였고, 철학(philosophy)과 사상(thoughts) 및 종교
(religion)라는 개념의 모호한 경계를 늘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다.7)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
여 다시 漢語로 학술활동을 했던 그는 청말 민초 이래 사상계의 관건적 문제의 하나였던 ‘宗敎’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인식했을 것이다.8) 후스가 1919년에 출간한 中國哲學史大綱
(上)과 1930년대 초에 출간한 中國中古思想史長編⋅中國中古思想小史에 나타나는 ‘儒
家’와 ‘儒敎’의 용례를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
스 자신이 이 용어들에 대하여 정의를 하거나 차이를 지적한 적은 없지만, 단적으로 말하자면 후스
는 철학과 종교를 상이한 영역으로 이해하면서 ‘유가’는 전자에, ‘유교’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4) 江湄, ｢胡適硏究與近30年來思想動態｣, 哲學動態, 2011年 第7期, p.32.
5) 王爾敏, ｢當代學者對於儒家起源之探討及其時代意義｣, 中國近代思想史(臺北: 華世出版社, 1976); 본
래 이 글은 1971년 中華民國史料硏究中心에 제출했던 학술보고서였는데, 후에 위의 책에 수록되었다. 尤小
立, ｢胡適之‘說儒’硏究史(1934-2014): 評述與展望｣, pp.149-150.
6) 尤小立, 胡適之｢說儒｣內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8. 앞으로는 편의상 說儒內外라고 쓰겠다.
7) 졸고, ｢후스의 漢代 儒敎 이해｣, 중국학논총 제68집, 2020년 6월, pp.24-25.
8) 鄭庭河의 ｢淸末民初思想界的‘宗敎問題’｣(漢學硏究學刊 第6卷, 2015)는 중국에는 없던 ‘religion’의 번역
어로서의 ‘宗敎’ 개념을 수용하면서 생겨났던 지식인들의 반응과 논쟁을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또, 張志剛의
｢‘四種取代宗敎說’反思｣(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9卷 第4期, 2012)는 陳獨秀(과학으로 종교
를 대체)⋅蔡元培(예술교육으로 종교를 대체)⋅梁漱溟(도덕으로 종교를 대체)⋅馮友蘭(철학으로 종교를 대
체)의 사례를 통하여 당시 지식인들의 ‘宗敎’에 대한 저항감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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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고 있다.9) ｢說儒｣에는 ‘儒敎’뿐 아니라 ‘儒家’ 혹은 ‘儒家思想’ 등의 용어도 보이는데,10)
여전히 이런 용어들 자체에 대한 후스 자신의 설명은 없으나, ｢說儒｣에 나타나는 ‘儒’에 관한 논
의들이 중국의 종교적 문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음은 분명하다.
｢說儒｣는 총 6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說儒｣의 장절에 따라 전개되는 핵심적 내
용 및 그로부터 파악되는 후스의 ‘儒敎’에 대한 구상을 지적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먼저, 2장
에서는 후스의 ‘原儒’, 즉 그가 스스로 ‘儒의 내력’을 설명했다고 말했던 부분을 간단히 다루고
[｢說儒｣의 제1-3절], 3장에서는 유대-기독교사 및 메시아 예수와 은⋅주의 교체 및 중국적 메시아
로서 공자에 대한 비교종교사적 관점에서의 서술을 분석하며[｢說儒｣의 제4절], 4장에서는 三代의
문화를 절충하여 유교를 혁신했던 공자의 ‘新儒敎’와 ‘新儒行’ 및 공자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함으
로써[｢說儒｣의 제5-6절], 후스의 ‘儒敎’ 담론을 전반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Ⅱ. 후스의 ‘原儒’: 儒는 殷 宗敎의 敎士
｢說儒｣의 제1절은 장타이옌(章太炎, 1868-1936)이 名을 達⋅類⋅私로 나누는 묵자의 방식을
취하여 儒를 達名의 儒⋅類名의 儒⋅私名의 儒로 나누어 설명하는 ｢原儒｣의 긴 대목을 인용하
는 것으로 시작된다. 후스는 장타이옌의 이 설명방식은 儒라는 하나의 명사가 역사적으로 지칭하
는 범위가 다르며, 서로 다른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게 만들어준 공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11) 이는 처음에는 모든 ‘術士’를 가리키는 ‘廣義의 儒’가 나중에는 요순의 가르침을
조술하고 文⋅武를 憲章하며 중니를 종사로 삼는 ‘狹義의 儒’로 점차 변화되었음을 알게 해준 매
우 독창적이고 성립 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이다.12) 그러나 후스는 이어서 장타이옌의 주장 중에 수
정, 보완해야 할 큰 약점은 바로 ‘類名의 儒’를 따로 설정한 것으로서, 오직 周禮라는 의심스러
운 텍스트의 단 한 구절―“聯師儒”―에 근거하고 있으니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13) 장타이옌은 禮⋅樂⋅射⋅御⋅書⋅數의 육예에 능통한 ‘類名의 儒’를 설정한 반
면, 후스는 術士를 통칭하는 儒가 바로 類名[=장타이옌의 達名에 해당됨]이고 곧 광의의 儒이므
로, 중간에 따로 하나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후스가 고문경인 주
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후스는 금고문 경학의 어느 한 쪽에
9) 졸고, 후스의 漢代 儒敎 이해, p.9를 참조할 것.
10) ｢說儒｣ 전체에 ‘儒敎’라는 용어는 ‘新儒敎’를 포함하여 단 세 차례 등장하며, ‘儒家’라는 표현의 빈도수가 더
높다. 앞으로 胡適全集 第4卷에 실린 ｢說儒｣를 자료로 하며, ｢說儒｣라고만 표시한다.
11) ｢說儒｣, p.3.
12) ｢說儒｣, p.4.
13) ｢說儒｣,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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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던 것이 아니므로, 儒의 전통과 그 성격에 대한 두 사람의 보다 근본적인 견해차에 의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여우샤오리는 儒의 기원과 성격이 人文的인가? 혹은 神文的인가? 하
는 것이 양자의 관건이 되는 차이라고 하면서, 장타이옌은 중화문화의 인문적 특성과의 연속선상
에서 儒를 파악해야 한다고 여겼을 터이고, 후스는 儒의 神文的, 혹은 종교적 기원을 견지하고자
했다고 지적하였다.14) 이 예리한 지적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면, 소위 人文的이라
는 것과 神文的(≒宗敎的)이라는 것 사이의 경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다.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여유는 없지만, 유자들이 추구하였던 人文의 궁극적인 경지는 초월적이고 신적인 세
계에 닿아있으며, ‘窮天人之際’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神文的이라고 여겨졌는지를 숙고해본다면,
天⋅人의 세계를 막힘없이 넘나들었던 巫覡 및 術士와 儒의 기원을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
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의문스럽다. 이는 ｢說儒｣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
고를 요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므로, 여기에서는 의문을 피력하는 데에 그친다. 다만 후스는 모든 문
명의 발상지가 종교적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던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중국문화의
중핵을 이루는 儒의 기원을 종교적인 세계에서 찾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說儒｣ 제1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후스는 “장타이옌의 주장을 보충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의미
를 이끌어 내고자 실험적인 연구를 제기하려 한다”15)고 하였는데, 실제 우리는 ｢原儒｣에 드러난
단초에 불과한 낱말이나 문구들이 에서 형식과 내용을 갖춘 후스의 주장으로 변모해 있음을 발견
하게 된다.16) 예컨대 후스는 ｢說儒｣ 제2절에서 “儒, 柔也, 術士之稱. 從人, 需聲”이라는 설문해
자의 말로부터 ‘儒’의 古義를 설명하고 있는데, 儒가 柔의 뜻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하여 “需는 옛
날에는 耎(연: 가냘프다)과 통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음운학, 문자학적인 설명을 덧붙였다.17) 이
어서 “유연하다는 뜻의 ‘需’는 의미가 확장되어 ‘느릿느릿 지체하다[遲緩濡滯]’라는 뜻도 갖게 되
었다”는 설명에 대한 근거로서 주역의 需卦의 彖傳(需, 須也)⋅｢雜卦傳｣(需, 不進也)을 인용
하였다.18) ｢說儒｣의 제3절에서 儒의 생활방식을 설명할 때도 需卦의 내용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장타이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스도 인용했던 ｢原儒｣의 문단 안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14) 說儒內外, pp.469-470; 여기에서 ‘神文的’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긴 하지만, 이는 ‘人文的’의 짝 개념으로서
‘宗敎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15) ｢說儒｣, p.5.
16)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原儒｣는 장타이옌 자신의 小註를 합하여 약 2.500자 되는데, 후스는 이를 바탕
으로 약 5만자 정도의 ｢說儒｣를 써낸 것이다.
17) ｢說儒｣, p.6.
18) 위와 같음.

胡適의 ｢說儒｣에 나타난 ‘儒敎’ 담론⋅215

儒라는 명칭은 需卦에서 나왔을 것이다. 需卦(䷄)는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는 모
습으로, 유자들은 천문을 알고 가뭄과 큰 비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를 아는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미리 아는 새를 ‘鷸’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가물고 햇볕이 뜨거울 때 기우제
를 하며 춤을 추는 사람은 이 새의 깃털로 의관을 만들어 썼다고 한다. 이 鷸冠을 術氏冠
또는 圜冠이라고도 불렀다.
19)

장타이옌은 儒와 관련하여 需卦를 이렇게 언급했을 뿐이지만, 이 문장은 儒와 주역 需卦와
의 연관성뿐 아니라 儒의 독특한 衣冠 및 祈雨의 의례를 담당하는 巫祝과의 관련성까지도 암시
해준다.20) 후스는 이로부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儒라는 글자가 需를 부수로 하고 부드럽다(柔)
는 뜻을 갖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묵자⋅순자⋅예기⋅의례 등 잘
알려진 문헌에 나오는 儒服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21) 그리하여 儒의 첫 번째 의미는 고
대의 衣冠을 하며, 외모는 문약하고 우원한 사람이라고 하였고,22) 그 유복은 다름 아닌 은나라 복
장이라는 확신 하에 儒의 두 번째 의미는 은나라 禮冠을 하고 은의 古禮를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
들이라고 하였다.23)
｢說儒｣ 제3절에서 儒의 생활방식을 설명할 때, 후스는 공자 이전에 儒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주역 需卦가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설문에) ‘儒字从需’라는 말을 보니, 儒라는 글자는 본래 ‘需’였다가 나중에 비로소
‘儒’의 형태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需卦의 모습은 하늘 위에 구름이 있으
니, 구름이 밀집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형상이므로 ‘기다린다’는 뜻이 있다.
(

24)

후스는 需卦 彖傳 및 이에 대한 伊川의 설명까지 제시한 뒤에, 需卦는 압박받는 사람이 고난

19) ｢說儒｣, p.2; 章太炎 撰, 龐俊⋅郭誠永 疏證, 國故論衡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8, p.483.
20) 위의 인용문의 다음 문단에서 장타이옌은 더욱 분명하게 巫師 및 祈雨를 위한 의례 등을 언급하였다: “莊子
는 유자들이 圜冠을 머리에 쓰는 이유는 하늘 운행의 시간을 알기 때문이고, 네모진 句屨를 신는 까닭은 대지
의 형상을 알기 때문이고, 오색실로 꿰어 둥근 옥의 반쪽 玦을 허리에 차는 까닭은 어떤 일이 닥치면 결단하겠
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춤추며 신을 위무하는 巫師인 靈星舞子 가운데 한탄하면서 비를 구하는
자들을 儒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章太炎 撰, 龐俊⋅郭誠永 疏證, 國故論衡疏證, p.483
21) ｢說儒｣, pp.7-8.
22) ｢說儒｣, p.8.
23) ｢說儒｣, p.9; 기존의 ｢說儒｣ 연구 가운데 다수는 이 주장에 동원된 구체적인 사안들의 시비를 논하고 있다. 陳
來의 ｢說說儒｣ 및 尤小立의 說儒內外 제1장 ｢緖論｣에 소개된 연구사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馮友蘭의 ｢原儒墨｣에서 儒服은 殷服이라는 후스의 주장을 논박한 이래 대부분의 연
구자들이 馮의 견해에 동의하거나 답습해왔다.
24) ｢說儒｣,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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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를 맞아 때를 기다리면서 그저 생계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서, “이는 殷商 민족이 나라를 잃은 뒤의 儒와 같다”고 하였다.25) 후스가 需卦로부터 읽어낸 의미
는 바로 危難의 때를 만나 참고 기다리는 ‘柔道’였는데, 비단 需卦에 그치지 않고 주역 전체의
곳곳에 우환의식과 無咎를 구하는 고난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주역의 작자를
殷 멸망 이후의 殷人이라고 단정하였다. 주역은 후스가 儒의 기원을 은 유민에게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馮友蘭이나 郭沫若의 비판을 들지 않더라도 후
스의 논리적 약점을 쉽게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스는 儒의 字意에서 출발하여 需卦로, 또 需
卦로부터 주역 전체의 저자와 시기를 은 멸망 후의 遺民이라고 추론함으로써 그 나름의 ‘原儒’
기획을 이루어갔던 셈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三年喪에 관한 것으로, 후스는 ‘柔道의 인생관은 殷士의 유풍이
고 儒의 종교는 모두 殷禮’라고 말한 다음 삼년상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26) 후스는 中國哲學史
大綱(上)의 제5편 ｢孔門弟子｣에서 공자의 철학이 공문제자들을 거치면서 점차 ‘효의 종교’가 되
어갔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삼년상을 유가가 만든 喪制라고 하였고,27) 1930년에 쓴 ｢삼년상복의
점진적 시행｣이라는 글에서도 여전히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28) 그러나 후스는 푸스녠(傅斯
年, 1896-1950)의 삼년상에 대한 견해―즉, 공자의 天下는 기껏해야 齊⋅魯⋅宋⋅衛 등지를 가리
키는 것이고, 삼년상은 은나라의 遺制로 주나라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를 수용하면서, 비로소 삼
년상에 관한 여러 문헌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①공자가 삼년상을
천하의 통상이라고 한 것과 ②맹자가 滕나라 世子에게 삼년상을 권했을 때 등나라의 父兄과 百
官들이 반대하면서 그들의 선왕도 周公의 나라인 魯나라조차도 삼년상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29),
이 둘을 조화롭게 이해할 방법이 없었는데, 푸스녠이 이 난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다.30) 그리하
여 후스는 마치 儒衣와 儒冠이 춘추시대 유자들의 창안이 아니듯이, 삼년상은 儒의 喪禮이기는
하나 그들의 창안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31)
필자가 보기에 이 결론은 추론의 결과라기보다는 후스가 처음부터 가지고 출발한 것이며, 삼년
상을 언급하는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32) 명확한 시비를 가릴 수
25) 위와 같음.
26) ｢說儒｣, p.19.
27) 姜義華 主編, 胡適學術文集(上冊), pp.94-95.
28) 胡適의 이 글(｢三年喪服的逐漸推行｣)은 胡適全集 第4冊 ｢說儒｣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29) “定爲三年之喪, 父兄百官, 皆不欲曰, 吾宗國魯先君, 莫之行. 吾先君, 亦莫之行也.” 맹자 ｢등문공(上)｣.
30) ｢說儒｣, pp.21-23.
31) ｢說儒｣, p.23.
32) 예컨대, 左傳에 기록된 叔向의 말―“천자께서는 한 해에 삼년상이 둘이나 겹쳤습니다.……삼년상은 비록 고
귀한 천자라도 그 기간을 다 마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께서는 삼년복상을 마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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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儒의 기원을 은나라 유민에게서 찾는 후스의 주장에 대하여 삼년상이
殷禮라는 그의 결론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지지대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과연 삼년상에 대한 후스의
견해에 대해서도 馮友蘭과 郭沫若 등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지없이 비판을 가했다. 馮
友蘭은 삼년상을 周制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殷制였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
로, 그 근본은 殷制였으나 長子를 위한 삼년상 제도는 주나라 사람들이 증익했을 것이라고 하였
다.33) 馮友蘭이 다양한 문헌 자료들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으로 후스의 견해를 반박했다면, 郭沫
若은 ｢駁｢說儒｣｣라는 글에서 그의 장점인 갑골문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삼년상에 부합하는 자
료가 갑골문의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하였는데,34) 양자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후대의 학
자들에게도 설득력을 인정받아 왔다.
｢說儒｣의 제1-3절에 보이는 후스의 ‘原儒’ 기획은 儒의 기원을 주나라 혹은 춘추시대가 아니라
은나라의 유풍에서 찾는 데에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장에서 서술했던 후스의 주장은 그가 ｢說
儒｣를 시작하면서 적었던 각 절의 논지 겸 소제목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다. 즉, 1절 “문제제
기”에 이어, 2절은 “儒는 殷 민족의 敎士다: 그들의 의복은 殷服이고, 그들의 종교는 殷禮이며,
그들의 인생관은 망국 유민의 유약하고 겸손한 인생관이다”라고 되어 있고, 3절은 “儒의 생활을
논함: 그들의 治喪相禮라는 직업”이라고 되어 있다.35) 본 장에서 다룬 ｢說儒｣의 1-3절까지는 후
스의 ‘原儒’ 작업이라고 하기에 적절하나, 4-5절은 儒나 儒敎보다는 오히려 孔子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며,36) 6절은 앞의 내용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본격적으로 공자와 노자의 관계를
논하고 儒⋅墨의 관계를 간단히 덧붙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37) 6절에서 새로운 문제를 꺼내면
서 글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說儒｣는 그다지 짜임새 있는 글은 아니다.38) 필자
그토록 일찍 오락과 잔치를 재개하시니 이는 더욱 예가 아닙니다.”―을 근거로 후스는 주나라 왕이 삼년상을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았지만, 馮友蘭은 삼년상이 주나라의 보편적인 제도였기에 숙향이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당시의 예악붕괴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였다.
33) 馮友蘭 著,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상), p.667; ｢原儒墨｣은 이 책의 부록(1)에 수록되었다.
34) 郭沫若著作編輯出版委員會 編, 郭沫若全集 歷史編(1),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436-439; 郭沫若의
｢駁｢說儒｣｣는 본래 1937년 5월말에 일본에서 써서 中華公論 창간호(1937년 7월 20일 출판)에 실렸는데, 당
시 제목은 ｢胡適에게 묻다(借問胡適)｣이었다. 郭沫若全集 歷史編(1), p.462.
35) ｢說儒｣, p.1.
36) 후스는 1-3절에서 다룬 儒란 術士의 통칭인 ‘광의의 儒’, 즉 殷 宗敎의 敎士로서 治喪⋅相禮 외에도 다른 종
교적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儒라고 하였고, 4절에서 그는 이 ‘광의의 儒’가 공자 문하의 학자들을 가리키는
私名의 儒로 바뀌게 된 것은 공자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였다. ｢說儒｣, pp. 39-40; 이에 따르면 ｢說儒｣의 1-3
절에서는 ‘광의의 유’를, 4절 이하에서는 孔門弟子들을 가리키는 ‘협의의 儒’를 다루는 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
을 것이다.
37) 후스는 멍썬(孟森, 1869-1938)에게 보내는 편지(1934년 8월 30일)에서 “처음에는 그저 짧은 문장을 쓰려 했으
나, 새로운 주장을 편 곳이 많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확대하여 긴 문장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致孟森｣, 胡適全集 第24冊, p.193; 필자는 본래 후스가 쓰려 했던 짧은 문장은 3절까지였고, 긴 문장으로
확대했다는 부분이 바로 4절 이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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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왜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후스의 의
도나 고민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Ⅲ. 후스가 구축한 孔子 형상: 儒敎의 敎主
全盤西化論者를 자처했던 후스는 전통 문화에 대하여 지극히 냉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서양문
화는 물질적이고 동양문명은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견해’라고 못 박았다.39) 같은 맥락에서
孔子에 대한 평가는 매우 신랄할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후스의 ‘孔家店打倒’라는 단어
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40) 그러나 정작 후스는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전한
유교에 대하여 혹독한 비판을 했을지언정, 자신의 모든 저술에서 공자를 상당히 존중해왔다고 하
였고,41) “나 자신이 본질적으로 反儒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1934년에 쓴 ｢說儒｣를 하나
의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42) 그런데 ｢說儒｣에서 묘사된 공자의 면모는 단지 그가 反儒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尊孔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을 정도다. ｢說儒｣의 4절에서 후스는 공자
개인을 聖人으로 존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 민족의 영웅으로부터 민족의 경계를 벗어난 유교
의 ‘敎主’로, 나아가 전 인류의 救世 聖人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敎主’라는 용어의 용례부터 살펴보자. ｢說儒｣에서 ‘敎主’라는 용어는 단 두 차
례 보이는데, 한 번은 예수에게, 다른 한 번은 공자에게 적용되었다.43) 여우샤오리는 ｢說儒｣를 전
후로 후스가 단 한 번도 공자를 ‘유교의 교주’라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이렇게 독특한 용어가 출
현한 원인은 구체적인 語境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44) 구체적으로는 후스가 1930년대 초에 지
식인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자 결국 백성들의 상황과
요구에 순응하여 공자를 유교의 교주로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다.45) 이 지적도 참고할 만하지만, 필
38) 尤小立는 6절의 후반부가 ｢說儒｣ 전체의 小結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孔⋅老와 殷商의 종교를 논한
것은 논리상 순서에도 어긋나고 논리상의 돌출이기도 하며, 역사학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학술의 방식
으로 현실의 곤혹을 풀려는 시도라고 지적하였다. 尤小立, 說儒內外, p.507.
39) 胡適, ｢我們對於西洋近代文明的態度｣, 胡適全集 第3冊, p.1; 編者에 따르면 이 글은 1926년 7월 10일
現代評論 第4卷 第83期에 실렸던 것이라고 한다.
40) 후스의 ‘孔家店打倒’에 대해서는 졸고, ｢胡適의 한대 유교 이해｣, pp.1-2.
41) 胡適, ｢幷不要打倒孔家店｣, 胡適全集 第18卷, p.424.
42) 위와 같음.
43) 하나는 예수에 대한 묘사에서 “유대 민족의 메시아는 원래 민족 부흥의 영웅이었는데, 후대에 세상을 구원할
‘敎主’로 바뀌게 되었다”는 문장에서였다. 다른 하나는 공자의 임종 당시에 대한 서술 가운데 “지금은 明王께
서 일어나지 않았으니, 천하에 누가 나를 종주로 받들겠는가?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檀弓｣篇의 말을
인용한 뒤에, 이는 공자에게 일종의 ‘敎主’와도 같은 인식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대목에서였다.
44) 尤小立, ｢論天人之際與｢說儒｣: 一個現代學術史的考察｣, 哲學與文化 第44卷 第12期, 2017,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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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오히려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가 공자에게 부여했던 ‘유교의 교주’라는 용어를 사용하
면서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후스는 물론 캉유웨이의 孔敎
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19세기 말에 간행된 新學僞經考나 孔子改制考 등을 익히 알고
있었고 中國哲學史大綱(上)에서도 몇 차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의 교주라는 말 자체가
후스에게 낯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후스는 ‘敎主’라는 용어를 캉유웨이와 같이 유
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는 뜻이 아니라, 유교라는 종교의 탁월한 지도자나 전문가, 즉 司祭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46) 敎主를 ｢說儒｣에 나오는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가장 탁월한 ‘敎士’ 혹은 가장 위대한 ‘敎師’이며, 또 다른 ｢說儒｣의 용어로는 ‘救世聖人’ 혹은
‘大聖人’이라 할 수 있다.47) 그렇기 때문에 왜 후스가 굳이 ‘敎主’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해명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이 드러난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후스가 비교종교사의 관점을 가
지고 유대 민족과 예수를 殷 민족과 공자에 비추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후스는
고난 중의 유대 민족이 염원하던 ‘메시아와 예수’―그들이 염원하던 메시아의 이미지에 그대로 부
합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갔다.―의 형상을 주나라에게 멸망한 이후 殷
민족이 염원했던 ‘민족영웅과 공자’에게 투사하여, 이에 알맞은 공자의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후스가 전개했던 사고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 한다.
앞에서 ｢說儒｣의 1-3절과 4절 이후는 다소 성격을 달리 하는 면이 있다고 하였지만,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후스가 한 편의 長文으로 만든 사정을 충분히 수긍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두
부분의 연결고리는 바로 ‘儒가 은나라 종교의 敎士’라는 지점에 있다. 이로부터 후스가 중국의 메
시아 공자에 대한 주장으로 전개해간 과정을 추정해 보자면, 그 첫째 단계는 바로 1-3절의 내용이
다. 은나라 종교란 은 귀족들이 신봉했던 조상숭배와 조상제사 및 점복을 가리키는데, 儒는 바로
이러한 제사 관련 지식의 전문가였고, 주나라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여전히 유약한 태도로 전문적
지식을 생계 수단으로 삼았으며, 나아가 주나라는 殷禮를 인습하였기 때문에 遺民이었던 殷士들
은 여전히 인욕과 겸손의 태도로 그들의 종교적 문화를 유지, 보존했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 다음
은 이를 토대로 후스가 ‘유대교-예수-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은 민족의 종교-공자-新
45) 후스가 강연을 하며 전국을 다니면서 지식인과 백성들 사이의 간극을 의식하게 되었고, 게다가 후스의 對日
책략이 호응을 얻지 못하자 넘을 수 없는 격차로 느껴지게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당시 후스는 여전히 격렬하게
전통을 비판하였지만 ｢說儒｣에서는 백성들의 認知 정도와 그들의 추구 및 전통에 대한 기억을 감지하게 되면
서, 그 추세에 순응하여 공자를 유교의 교주로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다. 尤小立, 위의 글, p.149.
46) 후스는 孟森에서 “서양인들의 혼례나 상례에서 목사를 보면 고대 유생들이 관혼상제를 도왔을 때의 그 존귀한
지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 가운데 대중들의 신망을 받는 성인이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도 이상한
일일까요?”라고 말한 바 있다. ｢致孟森｣, 胡適全集, p.194.
47) ｢說儒｣에 ‘敎士’는 총 9회 등장하며, 한 종교의 사제라는 의미로 쓰였다. ‘敎師’는 총 7회 등장하며, 학문이나
인격적 측면에서의 지도자, 스승의 뜻으로 쓰인다. ‘救世聖人’과 ‘大聖人’은 각각 2회 등장하는데, 모두 민족
영웅 출현의 예언과 관계가 있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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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敎’48)라는 구도를 형성하는 두 번째 단계다. 후스가 이러한 대비의 구도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히브리 민족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모티브가 있다. 후스는 망국의 민족들 사이에서 ‘세상을
구원할 성인’에 대한 예언은 늘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나아가 정치적 부흥이 실패하
면 반드시 종교적, 문화적 부흥으로 색채를 바꾸어가게 마련이라고 하였는데,49) 이것이 보편적인
역사적 규칙이라는 주장에 대한 사례로는 오직 히브리 민족의 메시아 예언과 예수 사건을 제시하
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수한 히브리 민족의 사례는 보편적인 모델이 되었고, 이것을 보편적 모
델이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스는 자연스럽게 은 민족의 성인에 대한 갈망과 공자의 사례가
이 모델에 합치된다고 간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후스는 비로소 ｢說儒｣ 제4절에서 펼쳤
던 은 민족의 부흥운동과 민족 영웅에의 희구를 담은 懸記 및 그 예언의 주인공 공자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세 번째 단계다.
후스는 은나라가 멸망한 후 오륙백 년이 지나 공자가 儒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중흥할 수 있었
던 것은 은 민족의 부흥을 꿈꾸어왔던 은 유민들의 오랜 민족운동이라는 역사적 원인이 있었기 때
문이라고 하면서 宋 襄公을 그 논거로 제시하였다.50) 실제로 은 민족의 부흥을 기대, 도모하는 오
륙백 년에 걸친 도도한 역사적 운동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스는 이어서 은 민족이 민족
부흥의 정치적 부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민족 부흥의 몽상이 점차 救世의 聖人에 대한
예언을 만들어가도록 했다고 하였다.51) 성인의 출현에 대한 예언의 실재를 입증하고자 후스는 詩
經 商頌의 ｢玄鳥｣를 과감하게 새로이 해석하여 민족 부흥의 영웅을 고대하는 詩로 읽어냈고,
左傳(昭公 7년)에 실린 孟僖子의 遺言으로부터 민족 영웅의 예언이 점점 세상을 구원할 성인
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어 갔던 상황을 읽어냈다.52) 이러한 예언은 맹자에 두 차례나 언급된 ‘오
백년에 반드시 왕자가 일어난다(五百年必有王者興)’는 懸記에서 정점을 찍는다. 후스는 공자가
壯年이 되었을 무렵에 일반 사람들은 공자야말로 오랜 예언에 부응하여 태어난 聖人이라고 믿었
고 공자 스스로도 이를 自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전제하에 비로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논
어의 일부 문장들이 이해된다고 하였다.53) 그러나 후스는 오륙백 년의 예언 속에서 천명에 따라
48) 이때의 ‘新儒敎’란 Neo-Confucianism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풍의 유교를 가리
키는 후스의 용어다.
49) 위와 같음
50) ｢說儒｣, pp.41-42.
51) ｢說儒｣, p.42.
52) ｢說儒｣, pp.43-45; ｢玄鳥｣ 시에 대한 해석은 송양공에 이은 민족 부흥의 영웅에 대한 기대와 예언을, 孟僖子
의 遺言 및 그 안에 언급되는 長孫紇의 예언은 구세의 성인에 대한 예언을 입증하는 사례로 각각 언급되고
있다.
53) ｢說儒｣, p.47; 후스가 나열했던 난해했던 세 문장은 다음과 같다: ①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述
而｣) ②子畏於匡. 曰: 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
也, 匡人其如予何?(｢子罕｣) ③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子罕｣)

胡適의 ｢說儒｣에 나타난 ‘儒敎’ 담론⋅221

태어난 聖王이었던 공자도 역사 속에서는 실패로 막을 내렸으며, 임종을 앞두고 “明王이 흥기하
지 않았으니, 천하에서 누가 나를 섬길 것인가?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54)라고 했던 공자의 말은
결국 오백년의 懸記가 불만족스럽게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55)
제4절의 마지막 두 문단에서 후스는 본격적으로 예수와 공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같은 점에만 주목하고 있다. 먼저, 유대 민족과 은 민족은 모두 망
국의 유민으로서 민족 부흥을 도모하는 오랜 염원이 있었는데, 예수와 공자는 뛰어난 카리스마로
인하여 염원 속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예수와 공자 모두 현실에서
는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부활하여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지적하
고 있다. 즉, 예수가 殉道者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그 빛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였듯이, 공자
도 ‘천하에서 누가 나를 섬기겠는가’라는 유감을 품고 죽었으나, 그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儒’
를 부흥시킨 불멸의 宗主가 되었다는 것이다.56) 그러나 공자는 예수처럼 현실에서 실패하거나, 殉
道者로 죽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듯이 부활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후스가 몰랐을
리 없다. 왜냐하면 후스는 20대 留學 시기부터 기독교 성경을 숙독하면서 중국의 경서와 비교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57) 따라서 후스가 보여준 서툴고 억지스러운 비교의 시비를 따지
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그로부터 후스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보기에 후스
의 의도는 공자에게 예수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유교를 (세계)종교의 범주 안에 定
位하는 것이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공자를 ‘全人類’의 ‘救世聖人’58)이라고 서술하는 대목에서
이 같은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대 민족의 메시아는 본래 민족 부흥의 영웅이었는데, 후에 세상을 구원하는 敎主로 바
뀌게 되었으니 이는 하나의 변화다. 좁은 의미의 민족적 중흥영수가 후에 전 인류를 구제하
는 大聖人으로 변하게 되었으니, 이 변화는 더욱 원대하다.
59)

54) “夫明王不興而天下, 其孰能宗予? 予殆將死也!”(禮記, ｢檀弓(上)｣)
55) ｢說儒｣, p.55.
56) ｢說儒｣, pp.55-56.
57) 후스는 구약으로부터 당시의 풍속을 읽어내면서 시경과의 유사성을 인식하였던 일을 일기에 남겼고, 漢語
의 ‘帝’⋅‘天’과 산스크리트어의 ‘deva’⋅희랍어 ‘zeus’⋅라틴어 ‘deus’의 다섯 가지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
면서, 1923년에는 구지에강(顧頡剛, 1893-1980)에게 유대 민족의 고사인 舊約을 읽는다면 적지 않은 암시를 얻
을 수 있다고 일독을 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新約의 ｢마태복음｣ 가운데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말을 평생 즐겨 인용하였으며, 특히 예수의 山上垂訓은 사람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참으로 진
정한 말이라고 하였다. 林正三, ｢胡適與基督敎的互動: 以｢說儒｣借用基督敎的觀念爲例｣, 胡適硏究論
叢, 黑龍江敎育出版社, 2009, pp.5-6.
58) ｢說儒｣에는 민족의 염원은 ‘救世聖人’의 예언이 되어갔다(p.42와 p.44)거나, 공자에게 ‘救世’의 열정이 있었다
(p.53)는 표현이 보인다.
59) ｢說儒｣,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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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후스가 유대 민족의 메시아였던 예수의 변화와 은 민족의 메시아였던 공자의 변화를 비교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밑줄 친 ‘전 인류를 구원하는[救度全人類]’이라는 표현이 과연
공자를 서술하기에 적절한 것일까? 후스는 ‘전 인류’라는 표현을 ｢說儒｣에서 또 한 번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공자를 노자와 비교하면서 노자가 유약한 정통의 儒였다면 공자는 같은 교의에서 출발
했지만 점차 소위 ‘中庸’의 길로 돌아가, 굳세고 진취적인 면을 따라 ‘전 인류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인격[能負荷全人類的擔子]’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두 번의 ‘전 인류’라는 표현은 공
자를 서술하기에는 부적합한데, 아마도 전 인류의 구세주라고 불렸던 예수를 의식하지 않고는 사
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후스가 공자를 ‘救世의 성인’이라고 했을 때, 救世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의 救世와 공자의 救世에서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
한 후스의 사고는 그 실마리조차 찾을 수가 없다. 비교란 하나의 범주가 설정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후스가 공자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다소 억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동일
성을 강조했던 것은 이들을 같은 범주 안에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세계)종
교라는 범주이며, 후스는 공자와 예수를 두 종교의 ‘敎主’로 간주하고 비교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
만 이 비교는 너무 성급하고 거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Ⅳ. 후스가 구축한 ‘新儒敎’의 특징60)
후스는 이미 십대 초반부터 귀신을 비롯한 다양한 신적 실재들의 존재를 부정하였을 뿐 아니
라,61) 종교적인 경험 혹은 신비체험 등에 대하여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儒⋅佛⋅
道 삼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예컨대 그는 禪宗(史) 등 중국불교에 대하여 풍부한 성
과를 남겼으나 주로 사료를 정리, 분석한다는 입장에서의 연구였고, 도교에 대해서도 몇 편의 글을
남겼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신랄하였다.62) 후스 자신이 말했듯이 ‘유교’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혹독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후에 그는 사상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孔子一尊을 제거
하려던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63) 후스의 중국철학사와 중국사상사 관련 저작들에서
‘종교’라는 용어가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 종교를 신념체계나 의례 등의 실천체계로 파악하고 있기

60) 후스는 공자가 이룩한 유교를 ‘新儒敎’라고 하였는데, 이는 후스가 구축한 ‘유교’ 담론의 한 측면이라는 의미
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였다.
61) 후스는 열 한 두 살 때에 이미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회고하였으며, 사마광의 자치통감 第136卷에서 范縝이
불교를 반대하는 취지로 썼던 ｢神滅論｣을 읽고 ‘無鬼神’의 길로 들어섰다고 회고하였다. ｢從拜神到無神｣,
四十自述, 胡適全集 第18卷, pp.44-45.
62)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졸고, ｢후스의 한대 유교 이해｣, pp.7-8을 참조할 것.
63) ｢關於敎育問題的答問｣, 胡適全集 第20卷,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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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결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후스에게 종교적 신념이란 ‘미신’과 유사
하고, 의례란 그 미신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이다.64) 그러나 ｢說儒｣에 거의 50번 가까이
등장하는 ‘宗敎’라는 용어에는 부정적인 함의가 없으며 대체로 가치중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는 불과 2-3년 사이에 발생한65) 현저한 변화로서, 여기에는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說儒｣를 발표하기 한 해 전인 1933년 7월, 미국 시카고 대학 하
스켈 렉처(Haskell Lecture)의 ‘세계 6대종교’ 시리즈 강연과 토론의 경험이 아닐까 추측된다.66) 저
명한 학자들에게 세계의 6대종교―힌두교⋅유교⋅불교⋅유대교⋅이슬람교⋅기독교―에 대한 강
연을 요청했던 이 시리즈 강좌에서 후스는 유교에 대하여 세 차례 강연하였는데,67) 세계의 중요한
종교전통들 중의 하나로서 ‘Confucianism’에 대한 강연과 토론에 참가하였던 것은 그로 하여금 ‘宗
敎’ 및 ‘儒敎’에 대한 사고를 재고하고 심화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후스는
처음 강연에서 자신은 어떠한 종교의 신도도 아니고 다만 중국의 지식과 종교사를 연구하는 學人
일 뿐이라고 하였으나, 호돈스 박사가 “유교는 이미 죽었다. 유교만세!”라고 한 말을 듣고, 후스는
“유교는 이미 죽었으나 이제 자신은 유교도가 되었다”고 하였다.68) 후스는 이어서 유교는 서구적
관념에서의 종교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유교는 바로 호돈스 박사(Dr. Hodons)가 말했듯이 이미 죽었다. 그것은 자살하여 죽었는
데, 잘못된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나친 특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하여, 또 후대 사람들이 개창자들의 경전에 부가한 모든 거짓과 개찬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하여 자살하여 죽은 것이다.
69)

이는 유교를 의인화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한 문장이지만, 후스가 유교의 자기성찰적인 측면을 강
조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후스는 같은 글에서 현대에 적응하는 현대적 종교라면 세 가지 사명
―①엄격하고 철저한 자아고찰을 해야 한다는 것 ②자신에 대하여 개혁을 하는 것 ③종교의 의의
와 범위를 확대하고 종교와 광의의 교육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
국 유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바이며 후스가 그리는 공자의 특성과도 잘 부합되므로, 유교는
현대적 의미에서 바람직한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주장하는 셈이 된다.70) 이로
64) 후스는 한대의 국가의례가 확립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도 음양오행설이나 신선설에 물든 방사들의 영향력을 위
주로 설명하였다. 졸고, ｢후스의 한대 유교 이해｣, pp.9-10, pp.19-22를 참조할 것.
65) 中國中古思想史長編는 1930년, 中國中古思想小史는 후스가 1931-1932년에 북경대학에서 가르쳤을 때
써서 엮은 교재였으므로, ｢說儒｣의 저작과 2-3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66) 尤小立, ｢胡適儒學簡譜｣, pp.649-650; ｢胡適儒學簡譜｣는 說儒內外의 附錄으로 수록되어 있다.
67) 胡適, ｢儒敎的使命｣, 胡適全集 第8卷, p.74.
68) ｢儒敎的使命｣, pp.74-75.
69) ｢儒敎的使命｣,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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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보자면, 하스켈 강좌를 전후로 ‘宗敎’ 및 ‘儒敎’에 대한 후스의 사고가 변화했을 것이라는
추론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說儒｣ 제4절에서 공자를 儒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중흥한 중흥영수라고 하면서 그 역사적 원
인을 밝히고 있다면, 제5절에서는 그 중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공자의 유교를 후스는 ‘新儒敎’라고 하였다.71) 후스는 漢代 유교에 대하여 논의
한 ｢新儒敎의 成立｣이라는 글에서, 공자는 종교와 무관한 儒家의 사상가이지만 공자 이후의 공
문 제자들은 孝와 禮를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어냈으니 이것이
‘原始儒敎’인데, 漢代의 유교는 이와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유교이므로 ‘新儒敎’라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72) 이로부터 후스가 사용하는 ‘新儒敎’라는 말은 이전의 유교와는 완전히 새
롭게 달라진, 즉 혁신을 거친 양상의 유교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후스 자신은 5절에서 공자의 위대한 공헌을 소개한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후스의 문
제의식은 공자가 ‘어떤 방법으로’ 유교를 혁신하여 공헌을 이루었는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절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공자가 오백년 동안 남들에게 경시받았던 ‘儒’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6백 년
동안 은 민족과 주 민족이 雜居하면서 문화가 점차 혼합되어가는 추세를 분명히 알았기 때
문이다. 그는 부락적 성격이 풍부한 은 유민이었던 ‘儒’가 6백년간 중국을 통치했던 周 문화
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하게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또 대담하게 “나는 주를 따르겠다[吾從周]”고 선언하였다.
73)

이후에 나열된 수많은 인용문들은 대부분 論語와 禮記｢檀弓｣에 기록되어 있는 공자의 언
행 가운데 古聖王의 시대 혹은 三代의 예악전장이나 문물제도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취사선택하고 있는지를 서술한 것이다. 후스는 공자에게는 매우 투철한 ‘역사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夏⋅殷⋅周 삼대의 예법에는 加減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전통적 ‘儒’의 保守主義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74) 예컨대 스스로 殷人이라는 정체

70) ｢儒敎的使命｣, pp.76-79; ‘우회적으로’라고 표현한 까닭은 후스가 직접 유교는 어떠하기 때문에 현대적이고 바
람직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 종교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유교의 특성을 간간이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71) ｢說儒｣, p.63.
72) ｢新儒敎的成立｣, 胡適全集 第8卷, p.308; ｢新儒敎的成立｣은 ｢儒敎的成立｣과 함께 실린 未刊의 手稿로
서, 胡適遺稿及秘藏書信 第8冊(耿雲志 主編), 黃山書社(1994)에 게재되었던 것을 胡適全集에 수록한
것이라고 한다. 胡適全集 第8卷, p.306, p.308; ｢新儒敎의 成立｣은 未刊의 手稿로서 저술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자를 종교와 무관한 유가 사상가라고 한 것만 보아도 이는 ｢說儒｣ 이후의 글일 수 없다.
73) ｢說儒｣, p.57.
74) ｢說儒｣,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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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있었던 공자가 ‘周를 따른다’고 한 것은 사실 夏와 殷의 문화를 인습하여 변화해온
당시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서, 다만 ‘좋은 것을 택하여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은 고친다’는
태도75)라고 지적하였는데, 후스는 공자를 서술하면서 실은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문화
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고수나 거절의 태도가
아니라 ‘擇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 후스는 이러한 태도를 ‘절충주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76) 후스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 ‘선택적인 절충주의’야말로 공자가
위대한 공헌을 성취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이다.
후스는 5절의 중심적인 내용은 ‘공자의 큰 공헌을 논함’이라고 하였고, 제목 하에 그 공헌의 내
용을 두 가지―①부락적 성격이었던 殷商의 儒를 ‘인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는[仁以爲己任]’ 儒
로 확대시킴 ②나약한 儒를 강인하고 진취적인 儒로 변화시킴―로 제시하였다.77)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나눌 필요가 없는 같은 내용이다. 왜냐하면 ‘인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는[仁以爲己任]’
儒는 이미 강인하고 진취적인 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스는 이 ‘新儒敎’의 유자들의 행동
방식을 ‘新儒行’이라고 하면서,78) 이에 대한 많은 인용문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禮記의 ｢儒
行｣편에 묘사되어 있는 유자들의 언행 방식 가운데 일부 여전히 유약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은 新儒行과 부합된다고 하며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79) 후스는 공자가
柔道의 儒風에서 벗어나 ‘부드러우면서 굳세고’, ‘공손하면서 예의가 있게’ 되기를 바랐으며,80) 망
국 遺民의 순종적이고 포용적이기만 한 殷儒를 제고하여 굳세고 진취적인 新儒로 바꾸어 놓았다
고 평가하였다.81)
｢說儒｣ 6절의 논지에 대해서 후스는 ‘공자와 노자의 관계를 논함’이라고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자가 정통의 儒라는 것을 논하고, 儒와 墨子의 관계를 덧붙여 논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82) 이 말로 판단하자면, 5절까지 ｢說儒｣의 대장정을 진행해오다가 왜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제
자백가에 대한 논의를 꺼내는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說儒｣의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후스가 마지막 절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식의 글을 구성했던 의도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절을 상세히 독해해보면 후스의 의도는 제자학을 논하는
75)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述而｣.
76) ｢說儒｣, p.59.
77) ｢說儒｣, p.1.
78) ｢說儒｣, p.65, p.71.
79) ｢說儒｣, pp.71-73.
80) ｢說儒｣, p.71.
81) ｢說儒｣, p.73.
82) ｢說儒｣,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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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종교적 감정 혹은 심리를 논하면서 공자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하
여 성공적인 민중의 교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설파하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스는 노자
가 유약한 殷儒의 정통이라면 공자는 5절에서 보았듯이 剛毅의 정신을 갖춘 新儒라고 하였으
며,83) 이들은 天道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고 빌던 민간의 습속
과는 괴리가 있었고, 따라서 “민간종교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84)고 하였다. 사실 노자나
논어의 어디에서도 민간종교와의 대립이나 긴장감을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후스는 그들의 탁월
한 지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민중과의 괴리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후스는
공자를 비롯한 지성적인 儒者들이 지식과 직업 사이의 충돌 및 이지적인 생활과 전통적 습속 사이
의 모순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불충실한 배우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
야말로 후스 자신이 느꼈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였을지도 모른다.85)
흥미로운 것은 후스가 지성적인 고대의 儒(노자와 공자 및 공문 제자들을 모두 포함)들은 지식
의 측면에서 민중들의 종교를 초월하였으나 여전히 治喪과 相禮로써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
에, 진지한 종교적인 감정 없이 마치 불충실한 배우와도 같이 상장례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86)
지적한 점이다. 이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후스가 채택했던 비유는 바로 예수가 비난했던 ‘文士
(Scribes)’87)나 ‘바리사이(Pharisees)’였다.88) 예수가 그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전례의 條文에만 열심
이었지 진지한 종교적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는데,89) 왜 후스는 4절에서는 공자를
마치 중국의 예수처럼 묘사하다가 여기에서는 예수가 비난하던 문사나 바리사이로 비유했던 것일
까? 후스는 공자와 예수가 각각의 종교 전통에서의 교주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지극히 지성적
이었던 공자는 예수와는 달리 민중의 종교적 영수가 되지 못했다고 함으로써 공자의 실패를 선언
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상 후스에게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후스는 공자의 종교는 다만 ‘文士
의 종교’였다고 했는데,90) 여기에는 오히려 유교의 ‘현대적 종교’로서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후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대적 종교란 앞에서 보았던 현대 사회에 적합한 종
83) 老先孔後의 입장에서 노자를 정통의 유라고 하는 후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馮友蘭의 ｢原儒墨｣에서 상세히
비판하였으며, 후대 연구자들은 대체로 馮友蘭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이해한다.
84) ｢說儒｣, p.84.
85) 여우샤오리는 이 대목에서 후스의 지식인으로서의 자기반성을 읽어낸다. 공자가 민중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민중종교의 영수가 되지 못한 것의 원인을 민중들에게 돌리지 않고, 지식인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尤小立, ｢｢說儒｣中‘文士’⋅‘法利賽人’之隱喩及多重意涵｣, 史學理論硏究, 2019年 第3期, p.60.
86) ｢說儒｣, p.87.
87) 후스는 후에 ‘文士’라는 번역어보다 ‘經士’라는 천주교 성경의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林正三, ｢胡適
與基督敎的互動: 以｢說儒｣借用基督敎的觀念爲例｣, p.7.
88) ｢說儒｣, p.87.
89) 위와 같음.
90) ｢說儒｣,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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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서의 세 가지 사명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종교를 말한다.
모든 종교는 처음에는 모두 도덕과 사회 교화의 큰 체계였으나 결국 信條나 儀式에 대한
노예적인 수호자로 전락하고 만다. 사고의 능력이 있는 남녀 모두는 이제 종교와 광의의 교
육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또한 무릇 사람을 더욱 선량하고 더
욱 총명하며 더욱 도덕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종교적, 정신적 가치가 있다는 사
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91)

후스는 이처럼 특정 信條나 儀式에 매몰되었던 과거의 종교에서 벗어나 종교의 개념을 확장시
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가 보기에 공자는 이미 기존의 낡은 信條나 儀式의 細節에 얽매이지 않
은 지성인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후스는 공자가 禮의 세부적인
절목에 구애받기보다는 禮의 근본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祭祀에 공경함을 생각하고, 喪事
에 슬픔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예의 근본’이라고 하였다는 문장을 인용하였는데, 이것과 진지한
종교적 감정이 없이 배우와도 같이 의례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후스가 생각하는 ‘예의 근본’과 ‘진지한 종교적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일까? 추측컨
대, 후스는 예의 근본은 人道, 즉 인간적인 성실함에 속하는 것이고, 진지한 종교적 감정이란 귀신
을 비롯한 신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으로서 神道에 속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러나 필자가 보기에 양자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중첩된다.

Ⅴ. 결어: 종교의 범주 안에서 ‘유교’를 논함
후스는 ｢1934년의 회고｣라는 제목을 붙인 日記에서 “학문의 방면에서 올해의 가장 뛰어난 성적
은 ｢說儒｣라는 글”이라고 하면서 본래는 “儒는 은상 민족의 敎士였고, 그들의 의복은 殷의 의관
이었으며, 그들의 禮는 殷禮”라는 것을 증명하려던 것이었는데, 쓰기 시작한 후에 비로소 이 ‘열
쇠’가 수많은 옛 자물쇠들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92) 즉, 후스는 ｢說儒｣ 2절의
논의가 해명되지 않은 수많은 古史를 추론하고 해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했던 것이다. 필자
는 그 열쇠가 열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후스의 비교종교학적 소양 혹은 비교문화사적
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의 2장에서 다루었던 ‘열쇠’의 내용은 다름 아닌
‘유교(종교)의 기원’에 대한 추구였고, 3장에서 고찰했던 새로운 공자의 형상은 ‘유교(종교)의 교주’
로서의 공자상을 확립한 것이었으며, 4장에서 살펴본 新儒敎의 특성은 ‘종교적 전통으로서의 유교

91) ｢儒敎的使命｣, p.78.
92) 胡適, ｢一九三四年的回憶｣, 胡適全集 第32卷,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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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월함과 현대성’에 대한 강조였다. 이는 후스가 ‘종교적 전통으로서의 유교’라는 관점을 가졌
기에 가능했으며, 명실상부한 종교로 인식되었던 기독교와의 비교라는 시선 역시 유교를 종교라는
범주에서 사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린정산(林正三)이 후스가 말
한 ‘열쇠’를 곧바로 ‘종교관념’이라고 말한 것93)도 무리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說儒｣ 저술의 동기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후스는 1931년에 ｢說儒｣의 저술에 결정
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던 푸쓰녠의 ｢주나라의 동쪽 분봉과 은의 유민(周東封與殷遺民)｣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로 인하여 은 민족의 후예이면서 문화절충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공자의 이미
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푸쓰녠의 글은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도 후스를 啓發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그는 “商의 종교 중에 조상숭배는 魯지역에서 유난히 발달하여 유학
이 되었고, 자연숭배는 齊지역에서 유난히 발달하여 오행설을 이룬 방사들을 배출하였으니, 각각
다른 실체가 되었으나 그것이 파생된 근원은 바로 商代의 종교였다”94)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후
스의 ‘유교’ 기획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둘째, ‘文士’와 민간 전통의 차이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 이 글에 보인다.95) 푸쓰녠의 논문을 읽은 것은 후스가 ｢說儒｣를 구상하는 데
에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것이 곧 ｢說儒｣ 저술의 동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후스가
｢說儒｣의 冒頭에 길게 인용하고, 그 학술적 공헌을 높이 평가했던 장타이옌의 ｢原儒｣에 대해서
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우샤오리는 說儒內外에서 9.18 사변 이후의 민족 위기가 ｢說儒｣의 저술
동기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說儒｣를 쓰던 기간
동안 후스가 기독교에 대하여 단 한 번 언급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영향을 부정한 것은96)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기독교라는 종교적 전통의 다양한 측면, 특히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의
역사적 전개⋅구약과 신약 등 기독교 성경으로부터 받은 啓發이 직, 간접적으로 후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說儒｣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공자)의 사명
은 민중적 ‘메시아’였으나 그의 뛰어난 지성은 도리어 ‘문사’와 ‘바리사이’에 가까웠다”고 표현한
것은 후스에게 유교와 기독교의 대비라는 관점이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자면 ｢說儒｣ 저술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우샤오리가 지적한 9.18 이후의 민족적 위
기라고 할 수 있고, ｢說儒｣의 기획을 가능케 한 것은 유교를 기독교와 같은 종교적 전통의 범주
안에서 기독교의 역사 및 교주 예수와의 대비라는 통찰력이었으며, 푸쓰녠의 논문은 ｢說儒｣의 핵
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93) 林正三, ｢胡適與基督敎的互動: 以｢說儒｣借用基督敎的觀念爲例｣, p.12.
94) 傅斯年, ｢周東封與殷遺民｣, 胡適全集 第4卷, p.98; 이 글은 ｢說儒｣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95) 위와 같음; 尤小立, ｢｢說儒｣中‘文士’⋅‘法利賽人’之隱喩及多重意涵｣, p.61.
96) 尤小立, ｢｢說儒｣中‘文士’⋅‘法利賽人’之隱喩及多重意涵｣,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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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말했던 것이지만, 아래의 대목을 보면 ｢說儒｣에 대한 후스의 자부심
과 기대가 그대로 전달되는 듯하다.
이 ｢說儒｣의 이론은 대체로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의 성립은 중국 古史의 연구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내가 ｢說儒｣를 쓰는 두 달은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다. 때로는 저
녁 9시에서 다음 날 아침 서너 시까지 줄곧 써 내려 갔고, 때로는 한밤중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한편으로는 쓰면서 한편으로는 혼자 웃을 정도로 즐거웠다.
97)

후스는 ｢說儒｣가 古史 硏究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까지 기대했지만, 실제 사학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說儒｣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이 20세기 중국의 학술사에서 발휘했던 영향력은 아무도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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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의 단초
현대사회에서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시
공간의 연속적 변화에서 공간의 영역을 따로 분리해서는 인간의 삶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
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의 급변하는 현대적 추세에서 현대의 시간성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따
라가는 경향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간, 장소, 영토, 규모 등의 현상적 문제에 관한 인식과 그에 접근
하는 방법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공간에 관한 이러한 관심의 증대와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에
심지어 이른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1)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과정은 사
회과학의 분야에서 ‘공간적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2) 따라서 오늘날 세계화의 공간과 같은 사회
경제적 공간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공간은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도 관련된다. 공간의 담론은 인간의 삶
의 중요한 축으로서 새삼 논의되고 있다. 인간의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전개되는 일련의
생명의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변화하면서 지속되는 한 공간도 변화하면서 지속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서 공간도 시간처럼 논의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공간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
과 그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는 삶의 터전과 그 가치론적 문제에 중요한 단초가 된다.
1) 일반적으로 사회나 문화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
르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도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다. Crang. M and Thrift. N (eds), 공간적 사유(Thinking
Space)(2000), 최병두 역,
2) Jessop. B, Time and Space i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their Implications for State Power (2002), Rethinking
Marxism, 14(1),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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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간의 문명 혹은 문화는 고유한 역사와 특수한 지리의 조건을 따라 형성되는 삶의
내용이다. 인간의 삶에서 시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공간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
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간의 유동성이 공간의 점유성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에서 시
간의 흐름은 공간의 전개에서 드러난다. 인간은 삶의 현실적 세계에서 공간의 점유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의 유동성을 파악하면서 삶의 가치를 모색해왔다. 여기에서 인간은 가장 합당한 변화의
세계, 즉 시의적절한 계기적 시간과 규범적 혹은 유토피아의 공간이 만나는 세계를 지향한다.
인간 주체가 세상과 갖는 일정한 관계가 이른바 세계이다. 이 관계에는 인간의 시선이 투영된다.
시선이 집중된 지점이 바로 초점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정의 관점에 해당된다. 인간의 믿음이
나 신념은 이러한 특정의 관점으로 형성된다. 우리의 시선이 일종의 프리즘이고 이것이 투사된 초
점이 세계의 실재(reality)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는 시선의 프리즘을 통해 세상, 즉 삼
라만상의 스펙트럼을 들여다본 결과이다. 이른바 ‘天下’의 공간과 같은 동아시아의 세계관도 우리
가 시선의 프리즘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명된 신념의 투사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신념의 방
식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 삶과 그 방식, 즉 사회나 문화의 현상 전반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실재(reality)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도권이나 패러다임의 문제가 대두되고 민족주의,
보편주의, 中華主義 등과 같은 사조나 시대정신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특정의 文明圈이 어떻게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고는 ‘공간적 전환’의 발상이라는 현대적 인식 하에서 중국
의 문화철학자인 朱謙之(1899~1972년)의 문화공간설에 주목한다. 그의 문화공간설을 문화지리학
의 프리즘에서 접근하고 그 속에 투영된 근현대의 의식의 투사면을 中華主義의 차원에서 재조명
하고자 한다.
주겸지의 철학은 대체로 혁명철학, 주역철학, 문화철학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문
화철학은 당시에 제국열강들의 침략과 민족주의 고취 하에서 중국의 지정학적인 측면을 종합적으
로 접근한 영역이다. 그는 문화지리학의 입장에서 문화의 지리적 분포를 통해 당시에 식민지적 지
역학을 넘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학을 주장하였다. 지역학은 원래 ‘지속가능한 보편적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취지 속에 자아와 분리된 타자를 인식하고 그 양자 사이의 존재론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문화공간설은 문화지리학의 크나큰 기조 하에서 역사의 通時性
과 지리의 共時性의 통합적 경계, 즉 문화의 다원주의와 문명의 보편주의가 결합된 中華主義의
입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의 文化空間說에서 본 中華主義的 文明觀⋅233

朱謙之

II. 중국의 文明觀과 민족주의적 視界
우선, 중국에서 주겸지의 사상이 형성되고 이론적으로 성숙할 시기는 근대의식의 개기를 바탕으
로 하여 발전된 현대의 초기와 맞물려있다. 중국의 역사에서 근대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역사에서 시대성의 담론에는 무엇보다도 근대와 현대
의 구분을 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역사에서 ‘근대’ 개념을 역사적으로 정의
내리는 데에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3) 근대를 하나의 사건을 기준으로 혹은 연대기 순서대로
규정하는 단순한 시간적 기준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사
상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논제, 즉 사회적 의식, 그 현상의 문제점 및 이들의 내재적 관계를 밝
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주겸지가 살았던 시대를 중국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서, 근대와 현대사이의 과도기로 이해하며, 그의 中華主義의 문명관은 바로 이러한 視界에서 접
근될 수 있다. 중국은 특히 청조 말기부터 서양의 존재를 타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주체로 새롭
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우선, 중국의 근대의식은 청대에 內憂外患의 시련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중국은 당시에 기존의 전통적 사상을 고수하면서도 서구의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양자
사이에 공존하는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지식인들
은 부국강병, 민족생존, 민권평등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토대로서 중국문화의 정
신적 지주가 필요하였다.
우선, 중국의 개화기에 이론적 토대는 서구사회에서 진화론에 이론적 바탕을 둔 구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스펜서 등이 주장했던 사회학적 진화론은 발전론적 혹은 낙관론적
세계관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에 따르면, 인간 사회는 생물체가 발전하는 법칙처럼 생존을
위한 경쟁과 자연적인 도태의 과정을 통하여 저급의 단계에서 고급의 단계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사회 진화의 척도로 여기면서 인간사회에서 고도로 진화된 형태의 이상적인
인간이 탄생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진화론은 개인들 사이의 자유가 서로 충돌
하는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의 관계를 자연의 법칙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식
민지시대에 인종주의, 제국주의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고 말았다.

3) 일반적으로 중국의 시대를 구분하는 데에 근대의 시점이 아편전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하한
선을 사건의 맥락에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학자들마다 달리
논하고 있다. 그 하한선은 신해혁명 혹은 5․4운동으로도 볼 수도 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근대’라는 시대는 민족성 혹은 국민성을 내세운 자기정체성의 확
립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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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화론이 동아시아의 담론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중국인들의
현실적 대응의 차원에서 현실적 인식, 즉 부국강병과 민족생존을 위한 이론적 논거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 당시의 중국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는 서구의 세력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
이 어떻게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절실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
다. 사회진화론은 중국지식계에 과제로 던져진 국가관이나 민족의식에 관한 이론적 작업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嚴復, 梁啓超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서구의 사회진화론이 도입되고 이와 관련된 번역
서와 소개서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특히 지식인들의 현실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4) 康有爲, 梁啓超, 章太炎 등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 하에서 반봉건주의적
진보성, 교화주의적 계몽성, 반제국주의적 애국심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근대적 사고는 자
연스레 사회적 갈등 혹은 모순의 구조를 극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담
론을 낳았으며, 더 나아가 중국 고유의 민족주의적 자부심과 애국주의적 관심을 내용으로 하는 中
華主義的 세계관에 단초가 되었다.
사회진화론은 서구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한 반면에,
중국사회에서 약자가 강자로 변신하기 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진작시켜주는 부국과 자강의 담론
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에게서 강자를 위한 적자생존의 논리를 받
아들여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를 위한 자연도태의 논리를 배격하여 민
족생존의 방편으로 삼았다.5) 그러므로 수용과 배척이라는 양단의 칼날은 바로 ‘變法’이라는 시대
적 도전이자 응전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논의되는 동아시아 담론의 크나
큰 흐름이 되었다.
특히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의 맥락 속에서 근대적 세계관의 추세, 즉 서구의 역사의식의 중요
성이나 진보적 성향을 읽어내려 했다. 그리고 서구 열강의 침입과 그에 대한 투쟁 속에서 그들은
의화단 사건이나 아편전쟁으로 야기된 굴욕적인 참패에 몰리면서 진화론의 적자생존의 법칙이 실
제로 중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
실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관념이나 역사의식을 다시 추스르고 이

4) 당시에 사회진화론은 중국지식계에 과제로 던져진 국가관이나 민족의식에 관한 이론적 작업에 중요한 실마리
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5) 이 부분에 관해 양일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사회진화론의 이러한 영향력은 중국의 지식인에게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으며, 이 학설은 한말의 조선, 메이지시대의 일본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조이다. …… 서
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속에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세계의 냉혹한
법칙이 국제정치의 무대에도 엄연히 적용되고 있다는 두려움은 사회진화론을 음미하는 시대적 계기였다. 다만
문제는 강자가 아닌 약소국가의 지식인이 우승열패의 법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다.”(｢중국의 근대
성 문제와 천연론(天然論)｣, 중국학보 53집,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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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판으로 민족생존과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가장 의미있는 결과는 그들이 자본주의적인 약육강
식의 논리를 정당화했던 서구열강의 진화론을 활용하여 일종의 중국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반식민지 혹은 반봉건적 기치를 내걸고 제국주의의 냉혹한 진화론적 현실을 인
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진화론으로써 민족적 각성과 계몽을 촉구하고 經世主義的 세계
관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도태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중국을 세계적 조류 속에 동참
시키고자 했다. 그러므로 ‘중국식’이라는 말에는 당시에 중국 내의 사정과 주변의 국제적 상황 속
에서 서구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이를 ‘變法’의 시대적 요청에 폭넓게 부합시켰다는 의미가 반영되
어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화주의(Sinocentrim)는 漢族 중심의 중국적 秩序觀을 가리킨다. 그것은 한족과 중
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역사와 지리를 소급하면서 민족공동체의 의식으로 형성되었다.
중국의 역사와 지리, 심지어 문명이나 문화를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동화와 융합의 과정으
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華夷思想을 모태로 하여 중심과 주변, 문명과 미개 등의 상대적 범
주들이 설정되었다.
청대 말기에 중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강권과 침략, 排滿의식의 고취, 민족주의
의 팽배 등의 정치사회적 영향 하에서 개화의 문명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열망과 바람을 담아낸
이념이 中華主義이다. 중화주의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중국적 관점으로서 중화민족의 이념적 정
체성을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漢代 이후 漢族을 중심으로 하여 고유한 문화의 수준과 민
족성을 바탕으로 하여 한족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자국중심주의를 고수해왔다. 중국은 중국의 역
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동아시아의 문명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나
동아시아의 국가의 민족들과 차별화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의식의 특징
을 중화주의라고 부른다.
중화민족의 개념은 중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구의 근대적 민족국가의 영항 하에서 생겨난 이
른바 민족주의의 이념적 용어이다. 특히 중국은 아편전쟁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서구열강의 강권
과 침략 하에서 민족적 각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 때에 민족의식이 고취되었고 따라서 중화민족의
관념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중화민족의 중화는 唐代에 태종이 중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즉 “옛날부터 모두 중
화를 귀하게 여겼고 이적을 천하게 여겼는데 짐이 홀로 한결같이 그것을 사랑하였다.”6) 商代와 周
代부터 역대로 왕조는 中原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의 지역으로 통치의 영역을 넓혀갔다.
周代부터 조공을 통한 주변의 이민족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황제를 하
6) 資治通鑒, 唐紀十四: 自古皆貴中華, 賤夷狄, 朕獨愛之如一.

236⋅第40次 韓國中國學會 中國學國際學術大會
늘의 자손(天子)로 부르고 주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떠받들고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전통에
서 시작되었다. 특히 先秦시대 이후에 중원지역의 사람들이 東夷, 西戎, 南蠻, 北狄 등과 같은 주
변의 소수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중원 지역은 자연스레 그 주변의 민족들이나 지역들과 차별화되었
다. 중화주의의 이념은 漢代에 武帝 때에 董仲舒의 유가정책을 통해 공동체적 질서체계를 세우면
서 구체화되었다.
梁啓超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민족 혹은 중화민족은 특히 淸代에 서구의 열강에
대항하는 國粹主義的 성격을 지닌다. 한족은 청대의 말기에 서구로부터 민족의 개념이 도입되면
서 형성된 민족공동체적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외세에 저항하고, 통치민족이
었던 만주족에게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화민족은 좁은 의미
와 넓은 의미를 지닌다. 전자는 중국대륙 안에 華夏族을 선조로 하는 漢族만을 가리키기도 하고
각 민족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한족이라는 용어는 漢人이라는 전통적인 통용어에다가
서구의 근대적 사고의 산물인 民族主義를 결합하여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다가 중화의 개념이 더
해져 중화민족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7)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에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되었고 만주족을 배척하는 排滿의식이 고조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지식인들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기치를 내세우며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국호의 제정8)이나 중화민족의 관념에 반영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중화민족의 개념은 한족에다가 소수민족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서, 중화민국
내의 모든 민족의 의미로 확충되었다. 중화민족에는 민족, 국가, 국민 및 국적을 동일시하는 민족
공동체로서 중국 영토의 정체성을 지닌다. 여기에는 중국의 애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양면성을 담겨
있다. 즉 국내적으로 자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외적으로 중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취지
를 지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과시하려는 취지가 강하다. 이러한 중화
주의를 민족주의적 視界에서 新中華主義(Neo-Sinocentrism)라고도 부른다.

III. 주겸지의 唯情철학과 發展史觀的 세계
철학의 방법론 중의 하나가 본체론의 사유방식이다. 그것은 세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체론은 존재의 사실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먼저 이들
의 근본적인 개념을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를 존재의 사실이나 현상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존재
의 궁극적 본원이나 근본적 원천을 밝히는 것이다. 본체9)는 구체적인 존재의 형식이 아니라 구체
7) 공봉진, ｢‘중화민족’ 용어의 기원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CHINA연구 제2집, 2007), 3-5쪽을 참조할 것.
8) 국호로는 華夏, 大夏, 中國, 大中華民主國, 中華民國 등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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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존재 혹은 현상을 규정하는 본질로서의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본체론은 모든 실재의 최종적
혹은 가장 근원적 본성을 파악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이다.
유가의 철학에서 본체론은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통해 세계의 본원과 그 파생의 관계를 설정한
다. 예를 들어, 태극은 한대에 미분화된 元氣의 본원으로, 王弼에게 虛無의 본원으로, 周敦頤에게
無極의 본원으로, 邵雍에게 先天의 본원으로, 주희에게 天理 혹은 理의 본원으로 규정된다. 이들
은 모두 음양의 기로 특징화된 세계의 현상에서 태극의 본원을 추적하고 그 근본적인 의미를 찾으
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원과 파생의 관계는 존재의 현상에서 시간성을 넘어서는 논리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주겸지는 자신의 철학을 ‘唯情철학’이라고 부른다. 유정철학은 孔孟學, 理學, 心學 등의 유가
적 전통을 계승하고 우주의 생명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근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정신과 물질
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유정철학의 강령인 “진정한 정의 흐름”을 실현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와 맹자를 직접적으로 접하고 그 아래로는 많은 유학을 집대성하여 공맹학 이래로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단절된 형이상학적 전통을 다시 잇고 조직하였으며, 또한 정치, 윤리,
교육, 예술의 각 방면에 응용하고 진정한 정의 默識의 방법을 활용하여 우주를 생명화하고
물질을 정신화하여 이렇게 하여 “진정한 정의 흐름”을 완전히 실현하였다.
10)

여기에서 논점은 유가의 학풍과 그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방법이다. 특히 형이상학의 방법론으로
서 우주의 생명성의 원리로서 眞情之流의 본체론적 사유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본체는 眞實無妄
하고 渾然一體의 성격을 지니는데, 우주의 본체로서의 太極, 乾元 등에 해당한다. 이것은 그의 문
화철학의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된다.11) 생명의 자생력의 유기적 질서의 차원에서 모종의 情의 개
념을 상정하고 더 나아가 가장 근본적 생명력을 자연계의 구체적 현상들과의 특정의 관계를 모색
한 것이다.12) 이 관계에는 인간의 의식에서 시공간의 논리적 차원도 반영되어 있다. 情의 본체는
구체적인 존재의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 혹은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현상의
생명이 지닌 본체로서의 생명이다.
주겸지가 보건대,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의 情은 진화의 본체이다. 주겸지는 주역의 논지가
9) 본체론의 유래와 그 번역의 문제에 관해 謝維營, 本體論批判(北京: 人民, 2009), 7-12쪽.
10)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發端｣, 106쪽.
11) 일반적으로 사변철학과 문화철학을 구분하고 전자를 극복하여 나온 것이 후자라고 생각한다. (肖建華, ｢從“思
辨哲學”到“文化哲學”的轉向｣, 世界哲學 2004年, 第3期, 105-111쪽) 그러나 주겸지의 문화철학은 情의 본
체론적 기반 위에 인간 삶 전반에 관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12) 方用, ｢情卽自然: 朱謙之的從唯情哲學自然觀｣, 現代哲學 2016年, 第1期, 12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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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에서 말하는 생명정신의 형이상학에 있다고 본다. 유가의 형이상학은 바로 우주의 본체와 관
련있는 본체론적 사유이다. 그러므로 그는 “본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사려하지 않아도 아는 진정한 情이다. 그것은 주역 책에서 자주 제기되었지만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13) 우주의 본체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에 존재하는 “진정한 情
(眞情)”인 것이다. 만물의 본체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존재의 궁극적 본원이나 근본적 원천이 있다
는 의미에서 情으로 표현된다. 여기에 이른바 唯情철학의 형이상학적 강령이 있다. 또한 이러한
唯情철학의 강령에서 審美的 直觀에 따른 生命美學의 지평을 엿볼 수 있다.14)
다른 한편, 주겸지는 주역의 세계관에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년)의 생명철학, 특히
시간관을 접맥시켰다. 베르그송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인과관계에 따른 결정론을
부정하고 시간의 지속적 흐름에 주목하였다. 그는 먼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시간의 흐름에 주
목한다. 그는 ‘시간은 정지하면서 흐른다’는 관점에서 시간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현재는 과거를
재생하면서 다양하고 새롭게 창조되고 진화한다고 생각하였다. 시간은 흘러가면서 물질, 운동, 공
간 등을 수용한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물이 내재하고 공존한다. 여기에서 시간의 지속성을
창조적 진화로 특징화된다. 창조적 진화는 지속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창조되는
생명과 물질의 변화를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창조적 진화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도 역동
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성하며 변화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과거와 현재는
현재의 시점에서 통합되면서 흐르듯이, 과거에 축적된 기억은 새로운 의식을 생성하면서 지속된다.
이러한 의식의 창조적 진화 과정에서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주
겸지는 베르그송의 時間觀에 입각하여 기계론적 시간의 불가역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체득되는 가역적 시간성에 초점을 맞춘다.
周易哲學의 ｢流行的進化｣편에서는 송대 이후의 유가, 그 중에서 張載, 程頤, 朱熹, 楊萬
里, 楊簡, 戴震 등의 관점을 열거하면서 ‘眞情之流’의 본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우선, 주역의
시각과 논점을 제시한다. 그는 세계의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계사전｣에 기재된 “낳고 또 낳
는 것을 역이라고 말한다”15)는 구절을 인용한다. 이 구절에서 易이라는 말은 세계의 실재를 직관
적으로 투시하는 총체적인 시선을 가리킨다. 삼라만상의 스펙트럼은 ‘생명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구성하면서 다른 한편 ‘창조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투사면이다. 인간은 이러한 시선을
통해 자연계의 생명의 연결망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삶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꾸려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주겸지는 주역의 성격을 본체의 유행으로 특징짓는다. 특히 그는 자
13)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發端｣, 102쪽.
14) 王海濤, ｢朱謙之≪周易哲學≫對儒家美學的創造性闡釋｣,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65卷(2016), 제
1期, 76-83쪽.
15) 周易, ｢繫辭上傳｣: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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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주기적 변화는 생명의 무한한 生化의 시간적 과정으로서 우주의 輪回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간성 혹은 동질성의 고정된 규격을 지닌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변화의 과정에 있는
進化의 실현을 가리킨다. 그 실현의 대상은 바로 본체이다. 본체란 渾然一體가 된 ‘절대적인 어떤
것’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그 자체의 발전의 활동 속에서 음과 양의 두 단계로 구분되어 “한번 음
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陽)”의 과정으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절대적 본체”라는 것은 공간
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간적 변화의 성격을 지닌다.16)
그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生生不息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성의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
간성의 과정을 ‘眞情之流’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正과 反의 과정을 통해 合의 결과가 도출되는
변증법의 방식이 적용된다. 그 방식이 바로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일 일러 道라고 말
한다.”17)는 말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유행의 진화를 변통의 관념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세
계에 관해 ｢계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
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18)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窮-變-通-久’의 과정으로 표현한다. ‘窮-變’이
변화의 방식이라면 ‘通-久’는 안정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窮變’과 ‘通久’의 과정은 변화와
안정이 삶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학적인 發展史觀을 함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음과 양의 상호작용은 일정하게 상쇄되는 국면, 즉 음과 양의 균형과 같은 안
정의 단계에 이른다. 매번 도달하는 이러한 단계들이 거듭 음과 양의 순환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
행된다. 만물은 미시적 측면에서나 거시적 측면에서나 어떠한 관점에서도 모두 음과 양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변화를 거듭하는,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세
계의 변화는 생명력의 흐름, 즉 가득 찼다가 텅 비우고 점차 줄어들었다가 점차 커지는(盈虛消息)
일련의 유기적 순환의 과정이다. 자연의 연결망은 ‘감응’의 방식을 통해 연계적으로 흘러간다. 이
감응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감각기관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이 직관적 방식
을 통해 만물이 생태적으로 관계지워지며 이른바 자연계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寂然感通의 생태적 방식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사회공학적으로 보자면, 인간사회에서 구성원의 관계는 끊임없이 분화되고 통합되며 또한 끊임
16)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 流行的進化｣, 123-125쪽.
17)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18) 周易, ｢繫辭下傳｣: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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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통합되고 분화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變通의 과정에는 交通, 流通, 融通
이 있다. 이들의 연속적 관계에서 變通의 不可逆的 시공간의 순서 속에서 通變의 可逆的 시공간
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상호관계에 따라 합리성의 변화
를 추구하는 것, 즉 변화하는 세계를 열 수 있으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는 역전의 ｢단전｣에서 咸卦, 恒卦, 萃卦을 해석하면서 관의 시각이 만물의 실정을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전｣에서는 함괘(咸卦,

)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함은 감이다. 유약함이 위로 올라가고 강건함이 아래로 내려오니 두 가지 기가 감응하여
서로 함께하고 ······· 하늘과 땅이 감응하여 만물이 생겨난다. 성인이 사람의 마음을 감응
하여 세상이 평화롭다. 그 감응한 곳을 관찰하니 하늘, 땅 및 만물의 情을 볼 수 있다.
19)

여기에서 자연계의 생태적인 양상과 그 연결망의 全一的 방식에 주목하고 이를 특히 ‘감응’의
직관력으로 표현한다. 하늘과 땅은 수많은 부분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연관체계이
자 생명체의 물질과 에너지가 유동하는 거대한 순환체계이다. 여기에는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해하는 방식도 담겨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의 틀은 시공간성의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하늘과 땅의 틀은 만물의 造化와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낸 세계의 실재이자 자연계
전체의 생명의 연결망에 관한 정보의 매체이다. 하늘과 땅은 유기적 연결망 혹은 관계망을 구성하
는 ‘실재의 세계’로서, 그 속에서 만물의 존재나 인간사회의 활동이 진행된다. 다른 한편, 성인으로
대변되는 인간은 현실적인 삶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세계의 실재(the reality of world)’
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주겸지는 감응의 방식에 따른 음과 양의 두 가지 기가 조화를 이루며 흘러가는 만물의 情, 즉
실정이 바로 진화의 본체, 즉 ‘眞情之流’라고 생각한다. 한번 감동하면 한번 반응하는 유행의 과정
은 변화의 과정이다. 이러한 상관적 논법에 따라 그는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도 진화의 과정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寂然感通”의 易學的 방식과 관련한 程頤의 견해를 따른다.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다. 움직임이 있는 것은 모두 감동하고 감동하면 반드시
반응이 있다. 반응한 것은 다시 감동하고 감동한 것에는 다시 반응이 있으므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감통의 理는 道를 아는 사람이 묵묵히 관찰하면 가능하다.
20)

19) 周易, ｢彖傳｣, 咸卦: 咸, 感也, 柔上而剛下, 二氣感應以相與. ·······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
天下和平. 觀其所感而天地萬物之情可見矣.
20) 近思錄 卷1, ｢道體｣: 有感必有應, 凡有動皆感, 感則必有應, 所應復爲感, 所感復有應, 所以不已也. 感
通之理, 知道者黙而觀之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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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의 입장에서는 感과 應의 상호 작용이 세계의 변화 혹은 우주의 진화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를 단서로 하여 주겸지는 인간사회의 發展史觀의 맥락에서 현실적 세계를 變通의 시선에서 感
應의 방식을 통한 진화론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가 말한 “流行의 進化”가 이러한 내용을 지니
다. “유행의 진화”에는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는” 과정처럼 闔開, 往來, 屈伸, 寒暑, 感應의 방
식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특히 “낳고 낳는(生生)” 易學的 질서는 감응의 방
식, 즉 “한번 감동하면 한번 반응하는(一感一應)” 진화론적 방식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이러한 감응
의 원리가 中의 조화에 있다고 본다. “진화의 眞象”이라는 것이 “한번 감응하면 한번 반응하는”
流行의 과정이다. 이는 바로 正流와 伏流의 관계처럼 조화와 부조화의 관계, 즉 조화 – 부조화조화의 무한한 연속성의 과정이며, 이것이 바로 사회가 진화하는 생명력의 중심적 노선이며 ‘眞情
之流’ 혹은 “流行의 進化”이라는 것이다. 그는 변화가 바로 조화이다라는 등식을 설정하고 변통
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아 말한다.
이렇게 해야(窮變通久) 조화가 변화의 특징임을 안다. 이러한 변화는 저 무궁무진한 예
정된 조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화이다. ― 공자의 학파는 그것을 천명이
유행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조화와 진행은 근본적으로 하나일 뿐이다. 조화할 때가 바로
진화할 때이니 조화 자체가 바로 眞情之流이다.
21)

주겸지는 변화에 대한 그의 본체론적 사유는 조화의 방식에 중점을 둔다. 그 방식은 조화로부터
변화하고 변화가 조화를 이룬다. 끊임없는 변화가 끊임없는 조화이며 조화없이 변화가 없는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진화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식은 음과 양의 범주와 그 感應의 방식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음과 양의 관계에서는 同
化의 순화력과 異化의 반발력이 서로 작용한다. 동화와 순화의 상호작용을 한번 감동하면 한번 반
응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자면, 상호 모순과 대립을 해소하여 수렴과 발산의 유기적 통일성을 지향
한다. 세계는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감응의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분화와 통합을 조화
롭게 반복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이러한 역동적 과정은 中의 조화, 즉 최상의 조화로운 방식으로
발휘된다. 여기에 바로 모든 존재의 생명력의 創新的 실재가 있다. 즉 세계의 변화와 그 질서의 진
수, 즉 ‘생명의 실재성’(reality)과 ‘실재의 생명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닫힌 체계의 인간사
회를 열린 체계로 어떻게 조정 혹은 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일종의 사회공학적 단초가 된다. 그러므
로 이러한 사회공학적 차원을 투사한 관점이 感應의 變通觀이다.
또한 그는 周敦頤의 우주생성론, 그 중에서 動靜觀을 전거로 하여 情의 본체론적 원리를 설명
한다.
21)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流行的進化｣,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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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유래를 추론하자면 먼저 이 “情”이 있을 뿐이다. 情은 자연스레 감동에 따라 반
응하는 것이니 감동도 이 하나의 情일 뿐이고 반응도 이 하나의 情일 뿐이다. 情이 따로 어
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감동하면 한번 반응하는 中에 존재한다. 이러한 감동이 없
으면 情은 나타날 수 없다. 情은 한번 감동하면 한번 반응하는 데에 실려 행해져야 비로소
감동이 바로 動이 되고 반응이 바로 靜이 된다.
22)

세계의 본체론적 사유에서 보자면, 정의 본체는 만물이 유행하는 과정, 즉 “한번 감동하면 한번
반응하는 中”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주역에서 말하는 時의 시간과 位의 공간도 感應의 관계에
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진화의 본체가 一本流行의 시간성과 萬物散殊의 공간성으로 드
러난다고 본다.23)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時와 位는 서로 관계적인 것이다. 위는 시가 아니면 그 위를 드러낼 수 없고 시
는 위가 아니면 그 시를 불러낼 수 없다. 眞情之流 속에 있어야만 그 양자가 융합하여 하나
가 되니 모든 모순의 현상은 서로 반대되지만 서로 이루어진다.(相反相成) 하나의 끝에서는
유동적 상태이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또한 정지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비록 가라앉은 靜으
로 수렴되고 있을지라도 그 근원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니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
므로 靜은 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靜은 여전히 動에 근본하며 감추어진 動이
된다는 말은 情에서 動과 靜이 합일한 것이다.
24)

眞情之流의 본체론적 방식을 爻象의 변화에서 動靜의 시공간적 관계로 설명하면서 시간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感應의 방식에 따른 情의 유행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구분
되지 않지만 그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러 공간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는 시간의 관
념을 끊임없는 유행의 情에서 공간성과 차별화하고 感과 應의 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지속과 창신
의 내용을 지닌다고 생각한다.25)
주겸지의 唯情철학의 단초는 생명정신의 경계에 있다. 그가 말하는 情은 우주의 변화생동감의
표현이다. 그것은 생명의 율동의 본체이다. 여기에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치론적인
원리가 함축되어 있다. 이처럼 千變萬化와 같은 생명의 율동을 情의 본체로 규정한다. 그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본체 - 情 - 는 영원히 저 속에 있는 변화이고 중단됨이
없고 마치 끊임없이 출렁이는 흐르는 물 일반과 같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표기를 하여 진정
22)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流行的進化｣, 128쪽.
23)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流行的進化｣, 128쪽.
24)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流行的進化｣, 129쪽.
25) 方用, ｢朱謙之唯情哲學視野中的“時間”｣, 現代哲學 2013年, 제4期, 10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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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 흐름(眞情之流)이라고 부른다.

26)

우주의 생명은 生化의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데, 感應의 방식에 따라 자연스레 유행하는 것이
다. 그 유행의 과정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 아니라 하늘의 운행처럼 다함이 없고 하천의 흐름처
럼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실재(reality)’로서 情의 본체이며 그
본질적 특징은 진정한 정의 흐름(眞情之流)이다. 情의 개념과 대비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용어
가 神의 개념이다. 주겸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神과 情이 비록 한 가지의 것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神에 있다. 신은 진정한 정의 유행이
영구히 가는 主宰인 것이고 신의 진정한 정이 흘러가는 데에 기한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우
주의 변화도 영원하고 멈추어 다하지 않는다.
27)

神과 情은 생명의 본체와 작용과 관련한 것이다. 신은 우주의 造化의 과정에서 만물의 生化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의 全體大用은 낳고 낳는 조화의 流行에 해당한다. 정이 생명의 실재라면
신은 생명의 주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변화이다,”(116쪽) “진정
한 정의 흐름(眞情之流)은 이러한 둘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의 움직임이다”(120쪽)라고 말하는 것
이다. ‘진정한 정의 흐름’은 과학의 물질적 운동이나 불교의 無常한 輪回와는 다르다. 그것은 생명
의 실재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생명의 경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보듬고 있다.
여기에는 우주의 생명이 유행하는 과정을 통한 지속적이고도 創新的인 進化의 원리에 접근하
고자 한 것이다. 이는 삶의 존재론적이고도 가치론적인 차원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發展史觀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모든 존재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과 그러한 변화가
바로 시공간 자체의 지속성 혹은 항상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唯情철학은 體用
一源의 본체론적 노선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이를 현대적 가치의 차원에서 조망할 때 情이 자유
의 본체라면 신은 평등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진정한 정의 흐름(眞情之流)’의 특징을 10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한다.28)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眞實無妄한 것이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有의 실
재인 것이며 안정적인 평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여섯 번째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6)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發端｣, 102쪽.
27)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泛神的宗敎｣, 132쪽.
28)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發端｣,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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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정의 흐름은 가장 활발히 유통하면서 안정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활발히
유행하면서 안정적으로 평형인 것이 그 體이고 안정적으로 평형을 이루면서 항상되게 끊임
없이 흐르는 것이 그 用이다. 체와 용은 두 가지가 아니다.
29)

여기에서 생명의 실재는 流通과 平衡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명의 실재는 자연의 법칙
에 따라 흘러가고 그 방식은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방식처럼 생동감있게 움직이면서
최적의 안정적인 평형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體用一源의 본체론적 관계를 형
성한다. 우주의 생명의 실재에는 全體大用의 본체론적 사유가 작동한다. 즉 유통과 평형의 관계는
체와 용의 동일선상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유정철학에서는 우주가 변화하는 흐름을
造化의 生生不息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의 실재로 여기고 이를 “진정한 정의 유행”으로 특징화한
다. 이러한 “진정한 정의 유행”은 大化流行의 생명정신으로 고양될 수 있으며 發展史觀的 世界
에서 자유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다.30)

IV. 문화공간설과 중화주의적 경계
일반적으로 지역은 특정의 지리적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삶의 터전이다.
인간의 활동은 지역의 공간을 점유함에 따라 지역의 시간을 진행하며 또한 역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영역을 확보해가는 것이다. 이른바 문화라는 것도 지역의 시공간성에 따라 고유한 정
체성(identity)의 질서체계를 확립해간다. 문화는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지리의 역동적인 통합과 분
화의 과정 및 그에 관한 해석력과 수용력을 통해 집약적으로 축적되고 자리잡아 왔다.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인간은 자신의 특수한 위치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의 질서의 원칙을 구상하고 자신의 프리즘을 통해 이에 맞는 삶의 규준을 마련하였다. 그렇다
면 인간은 타자와 경계를 지으면서 주체적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창조적으로 세계의 실재(reality)를
개척해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은 자연계와 사회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고 시간의 적
절한 계기에 맞추어 공간의 합당한 유토피아를 찾고 설계해왔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배경
이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삶의 시공간적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삶의 방식에 기반한 문화는 지역의 시공간적 관계망에 따라 고유한 정
체성(identity)의 질서체계를 확립해간 산물이다. 문화란 바로 인간의 존재론적 위상에 따른 정체성
과 그 가치론적 의의를 지닌 삶의 총체적 결집체이자 자아실현의 구현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삶의 현장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기반으로 하여 생태의 환경과 생활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
29) 朱謙之, 朱謙之文集 제3卷, ｢周易哲學⋅發端｣, 106쪽.
30) 方用, ｢試論朱謙之≪周易哲學≫中的“情”｣, 周易硏究 2007年, 第3期,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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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론적 의식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中原의 지역성, 九州의 지형성, 井田制의 구획성 등의 관념
들에는 자연의 시간과 인문의 시간, 지형의 공간과 영역의 공간 및 그 양자의 관계가 함께 어우러
져 있다.
이러한 역사와 지리의 통합적 지평으로서의 문화의 시각에서 보자면, 주겸지의 철학은 문화철학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의 문화철학은 중국의 전통적 思辨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변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에서 사변과 존재, 주체와 객체, 이성과 감성,
내재와 외재, 본질과 현상 등 사이의 대립, 모순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없었다. 즉 우주의 형이상
학적 본체를 토대로 하면서 이성의 개념적 인식으로 귀착된다. 문화철학은 논리적 방법과 신념적
방법의 상충이라는 사변철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문화철학은 광활한 문화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 전반의 문제를 다룬다. 문화란 본래 지역
적, 민족적, 역사적 및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 문화철학은 철학의 측면에서 각종의 문화들의 현상
을 종합하고 이해하여 하나의 통일적 문화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내용상 인간의 문화, 인간의
존재 및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성은 문화를 창조하는 삶에서 모색한 것
이다. 사변철학이 객체와 지식에 중점을 둔다면 문화철학은 주체와 생활에 중점을 둔다.
문화철학은 19세기 서양의 계몽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
하면서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되고 과학과 기술의 도약을 거치면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사이
에 모순, 충돌, 대립의 관계가 점차 첨예화되면서 인간에게 유용했던 과학과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
었다. 따라서 인간 삶 전반과 관련한 문화의 전방위적인 모습으로부터 인간의 본질과 존재, 인간의
역사와 가치, 발전, 전통과 현대의 관계 등의 일련의 문제들을 조망하고자 하였다.31) 이러한 사회
적 역사적 배경 하에서 문화철학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주겸지는 철학 자체의 측면에서보다는 문화와 연관된 철학을 강조한다. 즉 문화의 측면에서 철
학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이 모든 지식의 집합체이자 학문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에 철학의 추세도 본체론, 인식론 등과 같은 관념론적이나 유물론적이기보
다는 문화론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문화철학’의 분야의 합당성을 주장한다.
그가 보건대, 문화는 삶의 경험적 산물이고 그 속의 특정의 가치를 판단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자아실
현의 지속가능한 과정이다. 삶의 경험으로서의 문화는 영원히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여기에는
특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철학은 문화의 본질이 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가치를 평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창조되면서 끊임없이
31) 肖建華, ｢從“思辨哲學”到“文化哲學”的轉向｣, 世界哲學 2004年, 第3期, 107-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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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생명의 흐름(生命之流)”과 같은 것이다.32)
주겸지의 문화철학관은 문화의 부흥에 착안한다. 그는 당시에 제국주의의 강권과 침략에 직면하
여 중화민족의 부흥은 문화의 부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당시에 크나큰 기조였
던 진화론의 시각에서 문화의 발전적 방향을 고려하고 베르그송의 지속성(duration), 헤겔의 변증법
(Aufheben) 크로체의 현대적 역사의 맥락에서 문화이론의 현실성과 생명성을 주장한다. 특히 그는
문화철학에서 문화이론과 문화철학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서문에서 자신의 문화
철학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문화의 본질 및 그 유형을 설명하고 종교, 철학, 과학, 예술 등의 각종의 지식생활에 관해
균등하게 근본적으로 연구하며 또한 문화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국외의 문화들의
관계 및 중국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밝히며 미래의 세계문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33)

여기에는 종교, 철학, 과학, 예술 등의 지식생활과 관련한 문화지리학의 입장에서 세계의 문화를
조망한다. 그러면서 그는 서문의 마지막에 자신의 남방문화운동에 대한 절실함도 표현한다. 즉 “그
러나 가장 절실한 급박한 계획은 남방운동을 제창하는 것에 있다.”34) 남방문화운동은 제국주의의
시기에 서구 열강과 군국 일제의 식민주의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중국의 고유한 문화를 견지하면서
도 인류에게 보편적인 공감적 성격을 지닌 문화를 건립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당시에 ‘오리엔탈리
즘(Orientalism)’으로 대변되는 제국주의적인 식민사관을 넘어서 ‘포스트오리엔탈리즘(PostOrientalism)’의 특징을 지닌 문화인류학적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그것은 세계의 단
위성을 비교적 올바르게 파악하고 중화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발전가능성을 주장한 것이
다.35)
그는 헤겔이 주장한 지형적 요소에 의거하여 세계의 지형을 문화지리학적으로 구분한다. 즉 해
양과 대륙의 지형적 요소에 따라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따라 세계의 문화사가 진행되
었다고 본다. 그는 세계의 문화사를 종교, 철학, 과학 및 예술의 영역으로 나누어 총 4단계로 설명
한다.36) 그 중에서 예술의 단계를 최종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제1단계는 인도처럼 고지에서 발생
32) 朱謙之, 文化哲學, 12쪽.
33) 朱謙之, 文化哲學, ｢序｣, 11쪽.
34) 朱謙之, 文化哲學, ｢序｣, 11쪽.
35) 이러한 취지에서 그는 자본주의를 세 단계로 나누어 금융자본주의 및 군수자본주의로 나누고 당시에 제국주의
가 군수자본주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패권적 자본주의를 넘어서 평화의 이상적인 미래세계에 도달하
기 위해서는 세계문화를 창조하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세계 제2차대전을 국가를 해방하는
문화전쟁이라고 단정하고 세계는 세계문화를 창조하는 국가의 지도 하에 자유적 연합을 통해 공동의 자유의
세계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36) 이러한 문화의 시기에 따른 문화의 구역은 金洪奭, ｢朱謙之“文化哲學”硏究｣, 中國哲學史 2008年,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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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적 문화이고, 제2단계는 중국처럼 평원에서 발생한 철학적 문화이고, 제3단계는 서구처럼
해양에서 발생한 과학적 문화이다. 특히 그는 중국의 철학적 문화가 문화사에서 제2세대에 속하며
기간으로는 春秋戰國시대부터 明代까지(기원전 770경 – 기원후 1660년경)라고 생각한다.37) 가장
마지막 단계는 예술적 문화이다. 이 단계의 문화라야 인류의 보편성을 지닌, 善과 美가 일치하는
이른바 大同사회 혹은 대동세계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Max Sheler 주장한 지식의 세 가지 기본적 유형에 입각하여 서구의 문화를 자연적 지
식으로 보고 중국과 그리스의 문화는 교양적 혹은 본질적 지식으로, 인도의 불교적 문화를 해탈적
지식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순서대로 과학적 문화, 철학적 문화, 종교적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38)
중국의 문화는 인도에서 들여온 종교적 성격 혹은 서구에서 들여온 과학적 성격과 달리 인생철학
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고유의 문화는 교양적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철학적 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39)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해져서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아가게 되며, 신
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
게 되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노인은 여생을 편안히 마치게 되고 젊은
이는 쓰이게 되며 어린이는 성장하게 된다. 홀아비와 홀어미, 부모가 없는 아이와 자식이 없
는 노인, 의지할 데 없는 사람과 병이 든 사람도 봉양을 받게 된다. 남자는 일이 있고 여자
는 혼처가 있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갈무리하지 않으며,
힘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음
모는 폐하여 일어나지 않고 도둑과 절도범, 난신적자가 생겨나지 않으므로 문을 닫지 않는
다. 이를 이르러 대동이라고 말한다.(
40)

이러한 대동사상은 청대의 말기와 民國의 초기에 유행하였다. 孫文은 三民主義를 주장하고 혁
명을 일으키면서 ‘대동사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康有爲는 大同書를 저술하여 서구의 정치사
상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주겸지는 세계의 문화지리학의 내용을 중국의 역사지리학에 도입하였다. 그는 문화지리학의 입
장에서 공간적 발전성을 시간적 발전성으로 확충한다. 지식의 3단계를 중국 내의 시간적 발전적
단계, 즉 과거, 현재 및 미래의 과정에 적용한다. 중국의 문화와 지식의 세계를 세계의 문화지리학
124쪽을 참조할 것.
37) 朱謙之, 文化哲學, 149-154쪽.
38) 이 유형에다가 梁漱溟이 주정한 인생의 세 가지 노선을 활용하기도 한다. 朱謙之, 文化哲學, 160쪽.
39) 朱謙之, 文化哲學, 174쪽.
40) 禮記, ｢禮運｣: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進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老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女有歸. 貨惡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力惡其
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亂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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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적용하여 세계문화의 축소판으로 여긴다.
그는 종교와 철학의 문화는 과거의 것으로, 과학을 현재의 것으로, 예술의 문화를 미래의 것으로
분류한다. 이는 사실상 역사지리학의 입장에서 문화공간설을 재해석한 것이다. 중국의 지리상 남
북의 공간성의 문제를 역사의 시간적 과정을 적용한다. 즉 북방의 황하강 유역을 종교적 문화로,
중부의 장강 유역을 철학적 문화로, 남방의 주강 유역을 과학적 문화로 설정한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문화철학의 귀착지를 남방의 과학적 문화에 두고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예술적 문화를
달성할 文化救國의 종착지로 생각하였다. 그가 문화철학의 입장에서 이상적 궁극적 단계인 예술
적 문화를 구상하고 지향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그는 이 과업이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민족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국민족의 무자산계급의 문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의 문화가 세
계의 문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진화론의 맥락에서 세계문화의 대동
세계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는 또 다른 패권주의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제국주의의 면모를 내비친 것이며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문화 자체가 인간의 삶이다. 문화생활은 끊임없이 창조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변동의 과정이
다. 과거의 문화의 흔적은 보전될 수 있으나 문화의 정신이 보전될 수는 없다. 문화의 정신은 끊임
없이 현재에서 스며들어 확장된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과거는 항상 현재 속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역사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현재이다. 역사의 현재란 시간의 과정 속에
서 시간을 넘어서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포함한 존속하는 현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문헌의 기록과 같은 비현실성과는 다른, 현재성의 생명력을 지닌다. 그것은 생명의 이치처
럼 인간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생명력을 발휘한다.
인간의 삶과 문화 사이에는 서로 외재적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의 내재적 관계가 있다.41)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화는 생명의 이치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공간성의 생명력을 지닌다. 문화에서는
과거의 누적을 통해 현재의 진화를 거듭하며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광물과 같은 물
질적 퇴적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진화과정에는 과거의 역사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현재
의 시간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과거의 문화는 현재에 누적되어 있고 미래의 문화는 현재가 연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모두 현대 혹은 당대의 문화이다.
인간사회는 인간관계의 연결망으로서 부분과 전체로, 단편과 전면으로, 단순함과 복잡함으로,
조잡함과 정밀함으로, 내면과 외면으로, 구체성과 추상성으로, 하위와 상위로, 저급과 고급의 관계
와 같은 일련의 역동적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 과정에서 문화의 진화와 그 생명력이
41) 이 관계는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이 있다. 전자의 관계가 물리학적, 생물학적, 지리학적 등의 성격을 지닌
다면 후자의 관계는 인식론적, 생태학적 등의 성격을 지닌다. 그 양자 중에서 내재적 관계가 더 근본적이고도
더 중요하다. 喬清舉, 儒家生態思想通論(北京: 北京大學, 2013), 2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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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될 수 있다. 주겸지가 보건대, 인간사회의 관계망은 끊임없는 현재의 시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현재의 시간이 바로 인간사회의 創新의 생명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성을 지녀야
진정한 문화가 이루어진다.42)
지역학은 원래 지속가능한 보편적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주쳰즈는 일종의
문화학의 차원에서 지역학을 개진한다. 그는 문화학의 입장에서 문화의 지리적 분포, 즉 세계의 분
포를 통해 중국의 문화와 외국 문화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새로운 경향을 밝히고 미래의 세계적
문화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직면한 냉엄한 제국주의적 현실에 대한 인식 속에서 발명되
었던 그의 문화공간설은 남방문화운동에 반영되었다. 그는 남방문화운동을 통해 기존의 지역학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남방문화운동은 중국 역대 인물의 지리적 분포에 입각하여 중국문화의 중심이
점차 북쪽에서 남쪽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당시에 중국의 판도에서 현실적으로
제국주의의 통치 하에서 북방지역이 민족의 저항적 능력이 절망적일 정도로 역부족이라고 생각하
고 중국의 미래의 희망은 남방지역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른바 남방문화는 지식의 진화로부터 말하자면 과학적 문화이고 물질적 진화로부터 말
하자면 산업적 문화이다. 또한 문화사회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에서는 단지 민족의 무자
산적 계급(극빈자)과 반자산적 계급(빈자)이라야 산업적 문화를 창출하고 과학적 문화를 운
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방문화의 본질은 실제로 민족의 무자산계급의 문화이며 제국주의
를 겨냥해서 혁명적 문화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남방문화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한다!
나는 일생동안 남방문화를 건설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데에 공헌하고 싶다.
43)

여기에서는 남방문화운동에 대한 그의 열정을 실감할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제국주의 강권에 저
항하는 중화민족의 대동단결의 분위기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주겸지는 독일의 지식사회학자인 막스 쉘러(Max Scheler)의 해석을 기초로 하여 중국의 문화를
지리적으로 3등분한다. 중국의 문화의 종교적, 철학적 및 과학적 성격을 종합하고 西高南低의 지
형에서 북방의 황하강 유역을 解脫的 지식을 대표하고, 중부의 양자강 유역을 교양적 지식을 대표
하고 남방의 珠江 유역을 실용적 지식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공간에서 이 세 가지 문화
에서 북방의 문화를 기점으로 하여 그 나머지 문화가 발전되어왔으며, 이 세 가지 문화는 공간상
각각 독특한 문화적 형태를 지니지만 이들의 통일적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Spengler가 반대했던 문명이 사실은 정신에서 물질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문
화의 최고의 結晶은 실용적 지식에 있다고 봄으로써 시대의 요청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서 중국의
문화는 과학의 실용적 지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44) 따라서 그는 주강유역을 중심으로 하
42) 朱謙之, 文化哲學, 18쪽.
43) 朱謙之, 文化哲學, ｢附錄｣, 22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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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방문화운동’을 역설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실로 공간상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세 종류의 지식은 각각 그 특수한 문화의 유형을 형
성하고 이 때문에 각각 그 특수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면서 각 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집단으
로 표현되었다. 이는 어떠한 지역은 모두 그 고유한 문화를 발휘하려 노력함으로써 최고의
통일적 문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상에서 말하자면, 중국문화
의 현단계는 실제로 실용적 지식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 즉 과학적 문화를 건설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45)

그는 문화의 공간설의 입장에서 통일적이고도 종합적인 문화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시대적 요청이나 요구에 맞추어 무엇보다도 과학적 문화, 즉 실용적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의 공간설에 시간성의 강령, 즉 시대적 정신 혹은 시대적 사조가 크
나큰 기조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강조한 ‘남방문화운동’46)은 이러한 시대적 정신
혹은 시대적 조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사의 맥락에서 그는 문화의 전파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문화는 자체의 철학적 문화
를 기반으로 하여 시대를 거치면서 인도의 문화와 서구의 문화에게서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을 특히 體와 用의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즉 중국의 철학적 문
화가 중국문화의 불변적 본체가 되며 인도의 종교인 불교문화가가 전래되어 종교의 철학적 시대가
생겨났으며 明淸시대에 서구의 천주교 전도사들이 들어와 과학의 철학적 시대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변증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종교는 종교적 성격에서 과학적 성격으로, 철학은 철
학적 성격에서 과학적 성격으로 진전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러한 발전의 과정은 변증법의 내
재성과 초월성의 상호작용에 따라 과학적 성격의 종교나 과학적 성격의 철학도 예술적 성격의 종
교나 예술적 성격의 철학과 같은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변증법적
과정을 그는 “문화의 이상적 경지(文化之理想境)”이라고 말한다.47)
이른바 문화철학에서 문명은 문화의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物極必反의 원리
에 따라 문화는 종교, 철학, 과학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들의 문화는 모두 예술의 문화로 귀착된다
고 보았다. 문화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문화사에서 제3시기인 근대의
44) 이는 콩트(Comte)가 주장한 진화의 세 단계, 즉 신학, 형이상학 및 실증과학을 토대로 하면서도 孫中山이 강조
한 知難行易說의 순서에 입각하여 설명한 것이다.(朱謙之文集 제3권, ｢中國思想方法問題｣, 福州: 福建
敎育, 2002, 195-196쪽을 참조할 것) 주겸지는 특히 실증과학의 시대에 해당하는 중국의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청년들에게 救國의 차원에서 지식을 획득할 것을 강조하였다. 朱謙之, 文化哲學, ｢附錄｣, 226-228쪽.
45) 朱謙之, 文化哲學, 198쪽.
46) 朱謙之, 文化哲學, 183쪽.
47) 朱謙之, 文化哲學, 157-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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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은 과학적 문화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 때문에 바뀐다는 것이다. 과학적 문화로서의 문명이 문
화의 최종의 단계라는 스펭글러(Spengler)의 관점과 달리 주겸지는 문명이 문화의 물질적 기초라고
생각한다. 문명은 문화의 새로운 기점으로서 문화가 누적됨에 따라 문화의 최고의 가치인 예술의
세계가 열린다고 본다.
특히 그는 문명은 문화의 기점으로서 과학적 문화에 해당하는 반면에, 문화의 본래의 의의는 예
술적 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명은 문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문화의 새로운 기점이다. 또한 문화
가 문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새로운 문화는 낳는 것이다. 여기에 문화와 문명에는 특정
의 내재적 관계가 성립한다. 주겸지의 문화공간설에 따르면, 서구문명의 몰락은 새로운 문화의 탄
생을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이론에 관한 物極必反의 발상은 變通觀과 일맥상통한다. 문화의 생명력을 고려해
보면, 인간사회에서 전체나 개체의 본성은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서로 통일적 관계
를 이룬다. 이들이 서로 다양하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는 음과 양의 대립적 구조와 통일적 관계
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원적 혹은 다층적 작용, 그 중에서도 개체들의 대립,
긴장, 충돌의 관계조차도 유기적인 전체의 단계에서 보면 조화나 和諧를 이루기 위한 구조적 과정
속에 있다. 전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는 전체가 개체의 결합의 근본적인 조건인 반면에, 개체가 결
합해야 더욱 높은 전체를 이룰 수 있으므로 그 양자는 서로 필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전체는 반
드시 다원적인 개체화를 이끌며 다원적인 개체는 반드시 충돌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서 충돌이 조
화로 승화되고 조화가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며, 새로운 전체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하며 그런 다음에 다원화된 현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문화는 역사성을 지니며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측면을 지닌다고 본다. 과거의 문화로는 인도의
종교적 문화와 중국의 철학적 문화를, 현재의 문화로는 과학적 문화를, 미래의 문화로는 예술적 문
화를 지정한다. 특히 그는 문화의 중요성은 미래성에 달려있다고 보고 미래의 문화는 예술의 문화
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문화의 유형의 중심은 바로 예술의 문화에 있다고 결론
을 내린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예술의 원리와 상태로 쏠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
편적 공감대 혹은 유대감을 지닌 이상적 문화를 실현해야 하므로 문화시대는 예술의 문화시대라야
된다고 단정한다.48)
결론적으로 그는 문명의 본질이 과학이라면 문화의 본질은 예술이다. 문명이 문화의 새로운 기
점이라면, 과학적 문화는 예술적 문화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 근대 이후에 문명의 필연적 세계
는 예술의 자유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예술의 자유세계를 이른바 大同세계로 여기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필연적 세계를 부인할 필요도 없지만 또한 자유세계의 창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48) 朱謙之, 文化哲學, 209-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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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없다.49)
특히 그는 중국의 문화, 즉 철학적 문화에 관해 공자의 유가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거론한다. 그
형이상학적 관점으로서 “생명의 미(生命之美)”를 인식하는 시각을 거론한다. 특히 불교에서 말한
止觀의 觀 개념이 맑음 혹은 투명함(淨)이 없고 고통스러우며 항상됨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이
의미와 달리 유가의 관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즐거움, 생명의 끊임없는 흐름, 항
상됨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는 종교와 철학의 차이에 따라 생명의 觀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문화의 특
질로서 실재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갈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정관과 같은 생명철학은 인
간의 삶에서 생명의 진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불교의 지관과 같은 철학적 종교와 차이가 있다
고 본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문화의 맥락에서 그는 주역철학에서 神 개념을 신령의 관념이 아
니라 신묘함의 관념으로 이해한다.50)
주겸지의 문화공간설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문명관과 대비되는 중국 특유의 대안적 문명관을 지
닌다. 이는 식민사관에 의한 세계의 국제적 질서에 대한 반발이나 대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문화공간설은 제국주의의 관점에서는 문화지리학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에 중국 특유의 관점
에서 보면 역사지리학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문화의 다원주의와 문명의 보편주의가 결합된 것
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시기에 서구 열강과 군국 일제의 식민주의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중국의
고유한 문화를 견지하면서도 인류에게 보편적인 공감적 성격을 지닌 문화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방문화운동을 토대로 하여 예술적 문화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문화공
간설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으로 대변되는 제국주의적인 식민사관을 넘어서 ‘포스트오리엔
탈리즘(Post-Orientalism)’의 특징을 지닌 문화인류학적 담론이라다. 또한 그것은 제국주의의 시대에
구미 열강의 식민사관을 넘어서 탈오리엔탈리즘의 성격의 담론이었지만 결국에 문화공간설의 도
덕적 경계에서 中華主義의 노선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주겸지의 문화공간설에서는 문화와 문명에는 특정의 내재적 관계가 성립한다. 내재적 관계란 문
화와 문명이 구조적인 본질적 연관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사회는 사회현상의 총체적 구조
와 그 하부의 계층들 사이에 스스로 조절하고 통합하는 체계적 질서로 이루어진다. 인간사회의 체
계적 질서는 문명의 성과를 낳으며 문명의 단계에서 사회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담게 되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명은 문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문화의 새로운 기점이다. 또한 문화가
문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새로운 문화는 낳는 것이다.
문화의 다원주의적 차원에서 인도, 중국 및 서구의 문화는 각각 종교성, 철학성 및 과학성을 지
49) 朱謙之, 文化哲學, 215-217쪽.
50) 朱謙之, 文化哲學,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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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독립적으로 고유한 문화이다. 그러나 역사 혹은 사회의 진화론의 입장에서 그들은 종교나 철학
의 단계로부터 과학의 단계로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인도의 종교적 문화는
과학성의 종교적 문화로 진화할 수 있으며 중국의 철학적 문화는 과학성의 철학적 문화로 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회진화론이 크나큰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인간사회가 발전하는 단계
에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전체와 개체, 전체와 부분 사이에 다원적인 혹은 다층적인 복잡다단한
관계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전체가 개체의 결합의 근본적인 조건인 반면에, 개체가 결합해야 더욱
높은 전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사회진화론의 맥락에서 보자면 개체들의 대립, 긴장, 충
돌의 관계조차도 유기적인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조화나 和諧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
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전체는 반드시 다원적인 개체화를 이끌며 다원적인 개체는 반드시 충돌
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서 충돌이 조화로 승화되고 조화가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며,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고양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문명의 보편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인도와 중국의 문화는 물론이고 서구의 과학적 문
화도 더 고답적 문화, 즉 예술적 문화로 진화할 수 있다. 예술적 문화는 인간이 삶의 생명력을 스
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이다. 여기에는 공감의 능력에 따른 사회적 유대감이 중요하다. 공감은
상상력의 도움을 통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할 수 있다. 특정의 문
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이 확충되고 유대감이 확장되면서 보편적 정서가 발휘된 결과이다. 여
기에는 공감에 따른 연민의 감정은 건전한 인간의 생활방식, 행동양식, 윤리도덕적 의식 등을 형성
해간다. 이러한 예술적 문화는 유가의 이상적인 사회, 즉 이른바 大同사회의 내용을 지닌다. 그렇
다고 할지라도 인도, 중국 및 서구의 문화는 각각 그 특유의 종교성, 철학성 및 과학성을 잃을 수
없다. 인도는 예술성의 종교적 문화를, 중국은 예술성의 철학적 문화를, 서구는 예술성의 과학적
문화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주겸지의 문화공간설의 정점에는 예술적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
는 사회진화론의 맥락에서 예술적 문화를 통해 세계문화의 단계를 설명하고 이를 중국문화의 단계
에 적용한 것이다.

V. 문제해결의 초석
현대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인간은 당면한 현재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기대어 현재를
고정화시키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때문에 미래를 왜곡되게 내다봄으로써 미래마저 제한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강박관념을 속에서 가장 절
실한 현재를 더욱더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는 결국에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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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가는 일련의 발전가능성의 노선을 경직시킬 수 있거나 심지어 단절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삐뚤어지거나 벌어졌던 간격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모
종의 연속성의 고리를 찾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연속성에서 삼투막과 같은 역할을 하므
로 이들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의 가능성이나 목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동아시아의 문화는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나아가는 일종의 開天闢地의 과정의 세계,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속가능한 실재의 세계를 반영한다. 그것은 인간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새
로운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사의 무대와 지리의 터전이다. 이는 역사의 시간과 지리의
공간과 관련된 삶의 가치론적 성격을 지닌다. 삼라만상의 연결망에서 시간의 흐름이 관계의 일치
성에 맞추어져 있다면 공간의 전개는 관계의 차이성에 맞추어져 있다. 전자가 역사의 通時性의 차
원에서 이해된다면, 후자는 지리의 共時性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지역
적 특수성은 시공간의 퇴적을 거쳐서 형성된 역사적 유적지이자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 관념론적
무대이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연속적
과정의 세계이며, 더 나아가 인간사회가 지향하는 자아실현의 지속가능한 세계이다. 따라서 동아
시아 지역의 한자문화권은 삶의 실천과 사회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실재(reality)의 시공간적 세
계라고 말할 수 있다.
주겸지는 문화지리학의 입장에서 문화의 지리적 분포를 통해 당시에 식민지적 지역학을 넘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학을 주장하였다. 지역학은 원래 ‘지속가능한 보편적 공존의 가치’를 추구
하는 취지 속에 자아와 분리된 타자를 인식하고 그 양자 사이의 존재론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그의 문화지리학 속에는 민족주의적 근대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文明觀이 크나큰 기
조를 이루고 있다.
그의 문화공간설의 鳥瞰圖에는 합리적으로 적응해가는 사회진화론의 사회공학적 과정이 투사
되어 있다. 여기에는 단일성과 다원성, 불변성과 가변성, 결정성과 과정성 등의 사이에 모순과 충
돌을 넘어서 조정과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적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통
합적 경계에서 보자면, 그의 문화공간설은 문화지리학의 크나큰 기조 하에서 역사의 通時性과 지
리의 共時性의 통합적 경계, 즉 문화의 다원주의와 문명의 보편주의가 결합된 中華主義의 입장을
지닌 것이다. 이는 식민지의 지역성이나 제국주의적 국가관 등과 같은 이분법적인 근대적 산물을
부정하고 文明觀의 프리즘 속에서 서구 열강의 植民史觀을 넘어서 민족주의적 發展史觀을 지향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주겸지는 중국문화의 성격을 유교의 성격을 지닌, 지식에 기반한 철학적 문화
혹은 교양적 문화로 규정한다. 특히 文化救國의 시선은 생명성과 현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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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성을 지닌 문화의 재창조를 추구한 것이다. 이른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구상은 지역학의 지속가능한 境界를 지향하면서도 지역학의 또 다른 측면인 中華主義
를 민족국가라는 한정된 틀 안에 가두어놓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오규 소라이와 순자

— 유학이해의 동아시아적 스펙트럼
이 장 희 (경인교육대학교)

1. 서론
서구에서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의 위치가 그러하듯 동아시아에서 중국 문화는 디폴트에 가깝다.
사상 또는 철학 방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명확하다. 중국사상과의 직간접적 관계의 설정 없이
동아시아의 전통 철학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곧, 중국철학사의 내용 및 그 역사적 전
개와 분리된, 독자적인 한국철학사의 내용이나 전개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일본
철학사, 베트남철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본 유학 또는 일본 근대철학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흔히 평가되는 오규 소
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사상도 당연히 중국철학사 또는 중국유학사의 전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런데 그 연관성은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소라
이의 시대와 관련하여 쉽게 짐작되는 명말청초의 심학(心學)이나 기학(氣學) 또는 이들과 길항하
는 이학(理學)이 아니라 동시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순자(荀子)와의 관계가 소라이 사상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연관성의 맥락을 집어보는 동시에 오규 소라이 철학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한 발 떨
어져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철학사 고유의 내재적 전개의 흐름과 동아시아 사상의 한 부분으로
서의 일본사상사가 어떻게 상호 교직하는지를 오규 소라이를 통해 조망해 보는 것은 한국철학사
또는 사상사를 조명할 시각을 어떤 지점에서 설정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데 긴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2.1 고문사학(古文辭學)
오규 소라이의 문제의식의 근저에는 이른바 ‘고문사학’이 자리 잡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
고전을 중국고전어에 근거해 독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핏 듣기에 철학적인 의미가 그다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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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주장은, 그러나 매우 파격적인 유학사상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의식
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오규 소라이가 고문사학이라는 방법론을 받아
들이게 되는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1)
오규 소라이의 아버지 오규 호안(1626-1706)은 쇼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 1676-1709)
의 시의(侍醫)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에도에서 추방당해 가즈사국(上總国)으로 유배되었다. 이
때문에 비록 에도에서 나고 자랐지만 소라이도 십대 초반에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유배생활을 가
게 된다. 이 경험은 단순히 소라이의 성장과정뿐 아니라 그의 학문적 성장과 지향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배생활 이전 에도에서 접한 유학(儒學)은 그로 하여금 어린 나이에도 유학
자로서의 꿈을 갖게 하였지만, 시골로 유배된 후에는 가르침을 받을 스승을 찾을 수조차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스스로 독학을 하였는지에 대해 소라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거기서[카주사] 십삼 년을 살았다. 매일 접하는 이들은 모두 농부이거나 시골 사람
들이었기에 스승이나 벗이 있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다. 내가 스스로를 공부시킨 교재는 단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의 아버지가 상자에 넣어둔 ‘대학언해(大學諺解)’였다. 이 책에는 아
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이 책에 집중하여 오랫동안 나의 전력을 다하였다. 종국에
는 별 설명 없이도 많은 서책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었다.2)

에도에서 구할 수 있는 풍부한 주석서의 도움 없이 소라이는 중국 고전을 구절구절마다 완전히
암기하면서 공부하였다. 이 과정이 깊어짐에 따라 고전 중국어 구문의 리듬과 소리, 문체에 이르기
까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도달했다. 이런 경험이 그로 하여금 중국의 명
대(明代) 고문사파(古文辭派)인 이반용(李攀龍, 1514-70)과 왕세정(王世貞, 1526-90)의 주장에 호
응하는 한편 경전 해석에 있어서 고문사학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길로 이끄는데 심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3)
이때까지 일본은 중국고전을 일종의 ‘훈독(訓讀)’의 형태로 읽었다. 오규 소라이는 일본식 훈독
인 ‘화훈(華訓)’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1) 오규 소라이의 성장과정과 고문사학과의 관련성은 다음의 글에서 도움을 받았다. Thoma P. Kasulis, Engaging
Japanese Philosophy, pp. 346-350.
2) Thoma P. Kasulis, p. 347에서 재인용.
3) 명대의 고문사학(古文辭學)는 일종의 문체 복고운동으로 시(詩)와 같은 문학 장르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소라이가 제창한 경학 이해의 방법론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글에서 명대 고문사파와
오규 소라이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소개가 이루어져 있다. 이기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고문사학(古
文辭學),” pp. 134-39, 일본사상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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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의 학자들은 일본어로 경서를 읽는데 이를 이름 붙여 화훈(華訓)이라 한다. 이것으로
훈고의 뜻을 취하려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번역인 것이다. 사람들은 화훈이 [중국어의] 번역
이라는 것을 모른다...(중략)...일본에는 일본의 언어가 있으며 중화에는 중화의 언어가 있다.
체질이 본래 다른데 무엇으로 들어맞게 하려는가? 화훈으로 회환(廻環)하는 독서가 비록 통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견강부회이다...(중략)...모두 신발을 사이에 두고 발바닥의 가려움
을 긁는 것과 비슷하다...(중략)...이것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4)

일본어에 의한 ‘화훈’은 우리의 현토(懸吐)식 구결로 읽는 방법과 흡사한 면이 있다.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문화권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타협적 읽기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식 ‘훈독’인 ‘화훈’
은 한편으로 훨씬 더 토착화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자를 일본어 뜻으로 풀이할 뿐 아니
라 일본어 문법에 맞게 순서도 바꿔 읽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읽기가 소라이의 시대로부
터 천여 년 전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의 기비노 마키비(吉備眞備, 695-775)에 의해 만들어져 보
급된 것이어서, 이미 그 읽는 소리는 당대의 일본어도 중국어도 아니었고 오직 소수의 훈련된 전문
가들만이 독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라이는 이런 읽기와 독해는 학자들이 심오하고 난해한 언
어를 이해하는 현자라는 인상을 대중에게 주기 위한 책략일 뿐 원래 경서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소라이가 보기에 본래의 중국의 고전, 곧 경서는 뜻이 명쾌하고 단순하
며 명료히 전달될 수 있는 문헌이다. 따라서 소라이는 중국 고전 읽기를 뜻에 따라 일본어로 번역
된 형태가 아닌, 중국어 원음과 문장 구조 그대로 읽기를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어 원
음과 고전의 구조 그대로의 독법에 대한 강조는 소라이로 하여금 경서에 대한 후대 주석서를 통한
이해로부터도 해방된 경전 그 자체에 대한 독해로 나아가게 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소라이
의 경전 이해가 주석에 의존하지 않는 경전 그대로의 구조에 충실한 방식으로 나아감에 따라 그의
유학사상에 대한 이해는 단지 주자학만이 아니라 신유학 전체와도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었
으며, 이것이 소라이로 하여금 순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편견 없이 만나는 것을 가능하게 한 통로였
다고 보인다.5)
송학(宋學) 이후로 신유학은 맹자를 공자의 적통으로 평가하는 한편, 대학과 중용, ｢계사전
(繫辭傳)｣과 같은 역전(易傳)을 맹자와 더불어 도통(道統)의 형이상학으로 해석하여 이를 바
탕으로 유가의 핵심 경전에 대한 주석을 대거 생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유학사상에 대한 송학

4) 이기원, pp. 130-31에서 재인용.
5) 소라이가 청소년기의 독학에서 곧장 ‘고문사학’의 방법론과 순자와의 만남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 그도 에도
로 다시 돌아온 후 당대의 지배적인 학문적 조류였던 주자학의 세례를 받았으며 사십대 후반에 이르러 그의
성숙한 저작으로 평가되는 변도(辨道), 변명(辨名) 등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주자학적 학문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상적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소라이의 제자학을 비롯한 순자에 대한 주석 작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보라. Hung-Yueh Lan, “The Xunzi in Edo Japan,” Dao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Xunzi, Eric Hutton
ed., pp. 4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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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연구는 맹자의 성선(性善)과 중용의 천(天)과 인성(人性)의 직접적인 관계설정, 역전(易
傳)의 ‘생생불식(生生不息)’하는 세계의 근본적 선(善)함에 대한 주장 등을 이기(理氣), 심성(心
性)의 개념으로 재구조화한 세계관을 기본 얼개로 설정한, 해석학적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소라이는 이러한 송학의 경학(經學) 연구 방법을 건너뛰고, 이른바 ‘육경(六經)’을 중국 고대
언어 그 자체의 맥락과 문법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을 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성선설을 대
전제로 하는 송학의 해석적 접근법에서 자유롭게 초기 유학의 성격을 독자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
던 것이다.
도쿠준시(讀荀子)는 소라이가 고문사학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순자와의 만남으로
생산된 결과물이다. 도쿠준시(讀荀子)에서 소라이 사상의 완숙한 형태나 순자 해석에서의 독창
적 시각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규 소라이의 순자에 대한 주석은 이후 18세기에서부터 봇물
처럼 쏟아지는 일본에서의 순자 연구의 효시를 이루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적 맥락 전체에서
도 순자 연구의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임을 특기해야 할 것이다.6)

2.2 도쿠준시(讀荀子)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가 부재했던 일본의 경우 송학(宋學)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은 이미 보장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송학으로부터의 자율성은 또 한편 유학에 속하
는 사상가와 문헌뿐 아니라 흔히 제자학(諸子學)에 속하는 선진(先秦)시대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도 중국이나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훨씬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질 배경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오규 소라이는 몇 편의 제자서에 대한 주석을 내놓았는데7) 이들은 대체로 소라이의 사상이 완숙되
기 전의 중기 작품들로 간주된다. 이 중에서도 도쿠준시(讀荀子)는 소라이 사상에서 여러모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다.8)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문사학의 관점에서 순자는 소라이에게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고문사
학의 관점에 대한 소라이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책을 읽는 바른 방법은 ‘고대의 글과 구절(古文辭)’를 이해하고 고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직 그 때야 가르침을 쫓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고대와 지금의 글과 구
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때야, [비로소] 고대의 말이 이해될 수 있고, 고대의 뜻이 분명해
6) 조선 시대까지 한국에서는 순자에 대한 단 하나의 주석도 산출되지 않았다. 다음을 보라. Jaesang Jung,
“Xunzi and Pre-Modern Korean Thinkers,” Dao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Xunzi, pp. 503-34.
7) 도쿠간비시(讀韓非子), 도쿠로시슌주(讀呂氏春秋), 손시고쿠지카이(孫子國字解), 고시고쿠지카이(吳
子國字解) 등이다. Olof G. Lidin, The Life of Ogyu Sorai: A Tokugawa Confucian Philosopher, p. 102.
8) Hung-Yueh Lan, “The Xunzi in Edo Japan,” p.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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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고, 고대의 성인(聖人)의 도가 이해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9)

소라이 당대의 언어와 고대 경전이 작성된 시기의 언어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제대로
고대 경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언어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업이라
는 인식은 한 편으로는 한당(漢唐)을 거쳐 송명(宋明)에 이르는 유구한 주석사를 고문사 해석을
위한 2차적인 자료로 한정시키고 고대 문헌 자체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육
경(六經)을 있는 그대로 읽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한(漢)나라 성립 이전으로 한정하게 되면 참조
할 자료의 빈곤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10) 특히 유학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하면 더욱 좁혀진
다. 이런 사정에서 순자는 고대 경전, 곧 육경 이해의 필독서가 된다는 것이 소라이의 인식이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순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육경(六經)을 독해할 수 있겠
는가? ... 한대(漢代) 이전의 유학의 책들 중에 논어와 맹자를 넘어서는 오직 순자만이
있다. 어찌 순자를 읽지 않을 수 있는가?11)

송대 이후의 일반적인 신유학의 시각에서는 순자가 도통을 계승한 저작이 아닐 뿐더러 오히
려 제자서에 가까운 저작으로 평가절하 되었지만, 소라이의 고문사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신
유학의 입장은 고대의 경서 자체의 권위와는 무관한 후대 유가집단의 한 입장일 뿐이다. 신유학의
해석적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소라이에게 순자는 육경을 독해하
는 데 필수적인 유학의 문헌이며 그런 면에서 논어, 맹자와 똑같이 소중한 유학의 문헌이었다.
따라서 이런 순자에 대한 정밀한 독해는 소라이의 고문사학적 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으
로 인식되었던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순자에 대한 정밀한 독서는 소라이
자신의 사상을 성숙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라이의 주요 사상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관련된 순자의 사상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소라
이가 순자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보이는 부분과 소라이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상
을 개괄해 보기로 하자.

9) 오규 소라이, 荻生徂徠, ｢변명(辨名)｣, 1978, p. 251, “讀書之道. 以識古文辭識古言爲先. ... 然苟能遵其
敎. 而知古今文辭之所以殊. 則古言可識. 古義可明. 而古聖人之道可得而言焉.”
10) 여기서 성립연대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히 소라이 시대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것이며 새로운 출토문헌의 성과가
반영된 현재의 학술적 성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11) 도쿠준시(讀荀子), Hung-Yueh Lan, “The Xunzi in Edo Japan” p. 4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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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규 소라이의 사상과 순자의 영향
3.1 정명(正名)
소라이의 고문사학(古文辭學)의 문제의식은 그로 하여금 중국 고대 선왕(先王)의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그의 사상적 기반에 두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소라이에게 이런 선왕의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로 ‘정명(正名)’이 된다.
사물과 이름이 부합한 이후에 훈고가 처음으로 분명해져 비로소 ‘육경(六經)’이 이해되어
서 이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육경’이 사물을 [설명하고], 예기와 논어가 그 뜻을
[설명한다.] 그 뜻은 반드시 사물과 합당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오직 그 연후에야 도(道)가
확정될 것이다.12)
사람들이 생겨난 이래로 사물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다... 사물에 어떤 식별할 수 있는 형
태가 없으면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으며, 성인(聖人)이 [사람들을 위해] [사물의] 이름을
설립하셨다. 오직 이 이후에야 보통 사람들도 사물들을 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일러 “이름의 가르침(名敎)”라고 한다.... 그리고 성인의 도를 찾고자 원하는 자는 반드시 육
경(六經)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여야만 하며, 그것을 진한(秦漢) 이전의 서책으로부터 이름
을 인식하여 찾아야 한다. 사물과 이름이 어긋나지 않으면 홀로 성인의 도를 깨닫고 이에
대해 논할 수 있어서 이름을 구분함[辨名]을 쓰게 되었다.13)

여기서 소라이가 천명하고 있는 것은 진한(秦漢) 이전의 문헌에서 성인(聖人)의 도(道)를 찾고
자 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성인들이 설립한 ‘이름(名)’의 뜻을 명확히 하며 ‘이름’과
‘사물(物)’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소라이가
말하는 ‘사물(物)’의 의미다. 소라이의 ‘사물(物)’ 개념은 의자, 건물, 개, 소 등과 같이 객관적인 실
체를 지닌 일반적인 사물일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육경’이나 ‘예제(禮制)’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
는 것이다.
소라이의 물[사물]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소라이는 ‘천지간에 물
은 셀 수 없이 많다. 수화목금토를 벗어나지 않는다,’ ‘백성이 생겨난 이래 물이 있으면 이
12) Olof G. Lidin, Ogyu Sorai’s Distinguishing the Way – An Annotated English Translation of the Bendo, p. 11, “物與
名合 而後訓詁 始明 六經可得而言焉 六經其物也 禮記論語其義也 義必屬諸物 而後道定焉.”
13) 오규 소라이, 荻生徂徠, ｢벤아미(辨名)｣, pp. 209-10. “自生民以來. 有物有名... 至於物之亡形焉者. 則常
人之所不能睹者. 而聖人立焉名焉. 然後雖常人可見而識之也. 謂之明敎... 故欲求聖人之道者. 必求諸六
經. 以識其物. 求諸秦漢以前書. 以識其名. 名與物不舛而後聖人之道可得而言焉已. 故作辨名.” 다음의 번
역을 참조하였다. Hung-Yueh Lan, “The Xunzi in Edo Japan,”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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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사물일반을 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례삼
백(經禮三百), 위의삼천(威儀三千)은 모두 물이다’, ‘물이란 선왕(先王)이 제작한 것이다’,
‘육경은 물(물)이다. 도는 모두 여기에 있다’라고 하여, 예악과 관련된 것을 물이라 칭하고
그것이 발전하여 육경 전체를 하나의 물로 파악하고 있다.14)

이처럼 소라이의 ‘사물(物)’개념은 광범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독특하다. 육경과 예악 모두를
물이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소라이가 깊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물 개념의 핵심은 유학 전
통에서 확립된 객관적인 규범이다. ‘정명(正名)’의 작업은 따라서 유학의 전통에서 확립된 규범의
본래 뜻에 맞게 이름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고문사학의 방법론은 사물과 이름의 뜻을 밝히는 ‘정명론’으로 그리고 이 ‘정명론’ 다시 유학 전
통의 규범을 설립한 성인(聖人) 또는 선왕(先王)의 도(道)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3.2 선왕의 도(先王之道)
여태까지의 논의로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듯이 오규 소라이에게 ‘선왕의 도(先王之道)’는 ‘천명
(天命)’과 ‘심성(心性)’에 의해 확립되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
일 부딪히는 규범인 ‘예(禮)’이다.
도는 총괄한 이름이다. 말미암는 바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대개 옛 성인(聖人)
인 선왕(先王)이 수립한 것으로 천하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고 자
기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행하였다. 사람이 길을 통해 다니는 것에 비유하여 도(道)라 한다.
효제(孝悌)와 인의(仁義)로부터 예악(禮樂)과 형정(刑政)에 이르기까지를 합하여 이름을 붙
였으므로 총괄한 이름이라고 한다. 선왕은 성인(聖人)이다. 그러므로 혹은 ‘선왕의 도’라고
말하기도 하며, 혹은 ‘성인의 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15)

마지막에 분명히 첨언하고 있지만 소라이에게 ‘선왕의 도(先王之道)’는 곧 ‘성인의 도(聖人之
道)’이다. ‘도’는 ‘하늘의 도(天道)’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말미암아 붙여진 ‘사람의 도(人
道)’이며, 이 ‘도’는 성인인 선왕이 수립한 효제,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에서 예악형정에 이르는 사
회적 제도적 규범까지를 아우르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적 질서 전체를 총괄하여 이름
한 것이다.
14) 이기원, p. 140.
15) 오규 소라이, ｢벤메이(辨名)｣, p. 210, “道者總名也. 以由所有言之. 蓋古先王所立焉. 使天下後世之人由此
以行. 而已亦由此以行也. 辟諸人由道路以行. 故謂之道. 自孝悌仁義. 以至於禮樂刑政. 合而名之. 故曰
總名也. 先王聖人也. 故或謂之先王之道. 或謂之聖人之道.” 다음 번역을 참조하였다. 박흥식, “오규 소라이
(荻生徂徠) 禮治思想의 의미,” 東洋哲學 제32집, 2009,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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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이에게는 객관적 규범인 예(禮)가 주관적인 심성(心性)보다 우선적인 것이다. 다음의 구절
에서 송명유학 일반의 심성 중심의 유학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소라이의 비판적 입장이 무엇인
지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선왕의 도는 예(禮)로써 마음[心]을 제어하는 것인데 예를 제외시키고서 마음을
다스리는 도를 논하는 것은 모두 사사로운 지혜를 지닌 자들이 망령스럽게 만들어낸 것이
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요 다스림을 받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써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미친 사람이 스스로 그 미친 것을 다스린다
는 것과 같다.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후세에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학설은
모두 ‘도’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16)

마음 수양이라는 신유학의 주요한 화두가 수양 주체로서의 마음과 수양 객체로서의 마음을 어
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지 등의 여러 난제를 생산할 수 있음을 예리
하게 지적하면서 객관적 준칙으로서의 예를 통해서만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음을 소라이는 역설하
고 있다.
대강의 소라이 사상의 기본 얼개에 대한 소개는 소라이 사상과 순자 사상과의 유사성을 단박에
드러낸다. 선왕(先王)이 제작한 예(禮)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 문화와 규범, 제도를 중심으로 백
성을 편안하게 하는 통치론을 유학 사상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맹자만을 유학의 적통으
로 인정하는 신유학의 전반적인 심성 중심의 노선17)과는 선연히 다른 경로의 유학을 소라이는 주
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자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4. 소라이와 순자
4.1 예
순자 사상의 중심에 예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순자 예 개념의 밑
바탕에는 그의 인성론이 자리 잡고 있다. 소라이가 순자의 예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소라
이의 인성론도 ‘성악설(性惡說)’이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소라이는 순자의
16) 오규 소라이, 荻生徂徠, ｢벤도(辨道)｣, p. 205, “故先王之道. 以禮制心. 外乎禮而語治心之道. 蓋私智妄
作也. 何也. 治之者心也. 所治者心也. 以我心治我心. 譬如狂者自治其狂焉. 安能治之. 故後世治心之說.
皆不知道者也.” 다음 번역을 참조하였다. 박흥식, “오규 소라이 예치사상의 의미,” p. 489.
17) 신유학 내부에서도 주자학 계보를 이학(理學)이라 하며 양명 계보의 심학(心學)과 대비시키지만, 이학 계보의
신유학도 도덕 수양에서 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면 순자 계보의 유
학과 대비해 볼 때 신유학의 일반적 경향성을 심성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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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론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그렇다면 소라이의 예 개념은 소라이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의식하면서 순자의 예론을 잠시 살펴보자. 다음은 순자가 예
를 논한 대표적인 구절이다.
예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다. 욕망이 있는
데 얻지 못하면 구하려 하고 않은 경우가 없다. 구하는 데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혼란하게 되고, 혼란해지면 궁색해진다. 선왕(先王)은
이러한 혼란을 싫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禮義)를 만들어 (상하와 귀천을) 나누고, 사
람의 욕망을 길러주고 구하는 것을 주니, 그것을 통해 사람의 욕망을 반드시 물질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하고, 물질은 반드시 욕구에 의해 모두 없어지지 않게 했다. 이 두 가지가 서
로 유지하면서 성장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禮)가 생겨난 이유인 것이다.18)

순자의 예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타고난 욕구와 인간이 사용 가능한 재화 사이의 불균형
이 다툼으로, 그 다툼이 사회의 혼란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데서 시작한다. 예
는 이런 욕구들의 충돌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선왕(先王)이 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순자의 이러한 서술은 욕구의 ‘선악(善惡)’을 재단하는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인간
의 성정에 대한 중립적인, 사실적 기술에 가깝다. 욕망은 적절히 한계 지워지고 통제되어야 하는
동시에 만족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제거되거나 억압되어야 ‘악(惡)’이 아닌 것이다. 이는 위 구절과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서술에서 재삼 확인된다.
그러므로 예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 다섯 가지 적절히 조화된 맛은 입을 만족
시키고 산초와 난초 및 향기로운 것들은 코를 충족시켜 주며, … 그러므로 예는 [욕망을] 충
족시켜주는 것이다. 군자가 이미 [그 욕망을] 충족시켰다면 또 그 분별을 좋아할 것이다. 분
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귀하고 천한 등급이 있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있고, 가
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볍고 무거움이 있는 것을 모두 일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다.19)

앞서 “사람의 욕망을 기르다(養人之欲)”라는 표현을 이어받아 ‘예’를 통한 오관의 충족을 묘사
하고, 더 나아가 ‘예’를 ‘분별’과 연결시켜 예가 우리의 욕구를 조절하고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욕구의 충족이 사회의 계층적 질서의 확립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다. 곧 순자는 예의 기능을 욕망
의 충족을 통한 사회적 질서의 확립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순자에게서 예는 한편으로 욕망의 추

18) 순자, ｢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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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순자, ｢예론｣, “故禮者, 養也. … 五味調香, 所以養口也, 椒蘭芬苾, 所以養鼻也, … 故禮者, 養也. 君子
旣得其養, 又好其別. 曷謂別? 曰, 貴賤有等, 長幼有差, 貧富輕重皆有稱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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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불러일으킬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
도로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앞서 순자가 예를 통한 욕구의 조절,
욕망의 충족을 말할 때 욕구나 욕망을 그 자체로 ‘악’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이
다. 이 점을 보다 더 확장시키면 순자가 성을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성이 제어되지 않을 때 ‘악’으로
흐를 경향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 자체가 악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20)
무절제하게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예의 제정이라는 측면을 소라
이도 명확하게 제시한다.
대저 세상의 사물들에 대한 반응에는 끝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도 절
제가 없다. 따라서 사물이 다가오면 사람들도 사물이 된다. 사람이 사물이 되면, 천리(天理)
를 없애고 인욕(人欲)을 끝까지 추구하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기만적
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음란한 일과 혼란이 끓어 넘치게 되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압하
고 다수가 소수를 공격하며 영리한 자가 단순한 자를 속이고 용감한 자가 겁 많은 자를 겁
박하게 된다. 병든 자를 부양받지 못하고 노인과 아이, 고아 및 자식 없는 이들도 모두 부양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혼란의 모습이다. 이것이 선왕(先王)이 예악(禮樂)을 제정
하여 백성을 다스린 뜻을 설명한다.21)

기본적으로 소라이의 생각도 순자와 마찬가지로 예가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고 사람들의 무절제
한 호오의 추구와 이로 말미암은 인욕의 득세를 조절할 기제라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라이는 순자와 같이 ‘성악(性惡)’이란 주장을 하는 것은 삼간다. 앞서 순자의 예론을 통해 잠시
살펴본 것처럼 순자도 ‘성악’이란 명제를 통해 ‘성’이 ‘악’해질 수 있는 경향성에 대한 경고를 한
정도이지 ‘성’ 자체를 ‘악’하다고 판정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소라이도 따라서 이런 맥
락에서 ‘성악’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급을 삼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라이는 ‘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분명히 맹자와 순자의 ‘성론’과는 다름
을 밝힌다.

4.2 인성(人性)
오규 소라이는 인성이 ‘선(善)’한가 아니면 ‘악(惡)’한가 라는 질문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
다.22) 그가 보기에 맹자의 성선이나 순자의 성악 모두 그들이 처한 당시의 백가쟁명(百家爭鳴)하
20)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이장희, “순자 성악설의 의미,” 사회와 철학, 2005, pp.211-38.
21) 오규 소라이, ｢벤메이(辨名)｣, p. 246, “夫物之感人無窮. 而人之好惡無節. 則是物至而人化物也. 人化物也
者. 滅天理而窮人欲者也. 於是有悖逆詐僞之心. 有淫泆作亂之事. 是故强者脅弱. 衆者暴寡. 知者詐愚.
勇者苦怯. 疾病不養. 老幼孤獨. 不得其所. 此大亂之道也. 是論先王制禮樂以治民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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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나온 주장에 불과하다.23)
성(性)을 말한 것은 노장(老莊)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성인(聖人)은 말한 바가 없다...자
사와 맹자는 대개 노장의 말에 왜곡된 점이 있다고 보아서 성선(性善)을 말하여 이에 대항
한 것일 뿐이다. 순자는 성선의 설이 반드시 예악을 없애는 데까지 이를 것을 염려하여 성
악(性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반박했을 따름이다. 이들 모두는 그 시대를 구제하려고 논
한 것이다.24)

성인은 성(性)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는 소라이의 발언은 그가 ‘성’ 개념에 대해 ‘선악’ 판단을
할 권위나 기준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맹자의 성선은 노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
이고, 순자의 성악은 성선의 주장이 예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끌 위험성 때문이라는 것인
데, 이 모두는 각각 자신이 처한 시대적 사명에 적극 호응한 결과라고 소라이는 평가한다.
그렇다면 소라이에게 성은 무엇인가? 굳이 성을 규정하자면, ‘선악’으로 평가될 대상이라기보다
는 사람마다 그 성이 ‘다르다(殊)’고 말해져야 할 대상이다.25)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
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에게는 금수와 같아지지만 또 한편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보
살피고자 하는 성정도 있다.
따라서 선왕은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고 길러주고 보충해주고 성취하게 해주는 마음
이 있으며, 운용되고 쓰일 수 있는 재주가 있음에 근거하여 이 도를 세워 천하의 후세에 이
도에 말미암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26)

사람들이 인욕을 따르느냐 이처럼 ‘상보상성(相補相成)’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따르느냐는 성인
이 세운 도, 곧 예악과 형정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각기 따고
난 재질과 성정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소라이는 본 것이다. 하지만 순자도 욕망이나 성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성의 결과를 ‘악’이라고 한 것이라면 소라이과 순
자의 결정적인 분기점은 ‘성론’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성인관(聖人觀)’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 보
인다.
22) Kurtis Hagen, “Sorai and Xunzi on the Construction of the Way,” Asian Philosophy, Vol. 15, No 2, July 2005, p.
125.
23) Hung-Yueh Lan, p. 489.
24) 오규 소라이, ｢벤도(辨道)｣, p. 204, “言性自老莊始. 聖人之道所無也....子思孟子蓋亦有屈於老莊之言. 故言
性善以抗之爾. 荀子則慮夫性善之說必至廢禮樂. 故言性惡以反之爾. 皆救時之論也.”
25) 오규 소라이, ｢벤메이(辨名)｣, p. 240, “人之性萬品. 剛柔輕重. 運疾動靜....亦各隨其性殊.”
26) 오규 소라이, ｢벤메이(辨名)｣, p. 210, “故聖人因人皆有相愛相輔相成之心. 運用營爲之才. 立是道而俾天下
後世由以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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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인(聖人)과 천(天)
소라이에게 ‘성인(聖人)’은 타고나기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인물이다.
성인(聖人)은 천으로부터 영민함과 지혜를 받았다. 이들의 밝음은 신의 그것에 필적한다.
어떤 이러한 것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27)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사람의 성의 ‘다름’을 강조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덕(德)은 얻음이다. 사람은 각각 도로부터 얻은 바가 있다. 이를 성(性)으로부터 얻기도
하고, 혹은 배움으로부터 얻는다. 모든 사람은 그 성이 다르다. 따라서 덕도 사람마다 다르
다.28)

사람마다 다른 성은 단순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차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어서 성인과
범인은 타고나기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소라이의 주장은 분명 순자의 ‘성인관’과는 다르다. 맹자
와 순자는 성을 선악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양극단에 위치해 있지만, 타고난 성과 무관하게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한
다. 소라이가 보기에 이들의 이런 입장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송유(宋儒)의 ‘성인’되기에 대한
강조는 불교에서의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가졌다고 주장과 흡사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성인(聖人)의 가르침 어디에서도 ‘성인(聖人)이 되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성인의 가르침
을 따르면 군자(君子)가 될 따름이다. 송유(宋儒)들은 부처의 방법으로 부처가 되라는 불교
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흉내 내고 있다. 송유의 이론에서 성인은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정화해서 천리(天理)와 하나가 된 이들인데, 이런 상태인 인물이 성인(聖人)인 경우
는 거의 없다.29)

그렇다면 타고나면서부터 탁월한 성인이 갖추어야 할 재질은 무엇인가? 여기서 소라이는 두 가
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지혜(知)’이고 다른 하나는 ‘천(天)’과의 관계이다. 지혜는 다시 “통치하
는 방법을 아는” 지혜와 “예악귀신(禮樂鬼神)의 도”을 알아서 “천지의 도”를 아는 지혜로 구분할
수 있다.30) 성인은 예악형정의 질서를 세우고 확립하는 것뿐 아니라 하늘의 뜻도 하는 인물로 이
27) 오규 소라이, ｢答問書｣, Hagen, “Sorai and Xunzi on the Construction of the Way,” p. 128 재인용.
28) 오규 소라이, ｢벤메이(辨名)｣, p. 212, “德者得也. 謂人各有所得於道也. 或得諸性. 或得諸學. 皆以性殊焉.
性人人殊. 故德亦人人殊焉.”
29) 오규 소라이, ｢答問書｣, Hagen, p. 129 재인용.
30) H. Y. Lan,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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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인물이 구비해야 할 핵심적인 덕목은 ‘지혜’인 것이다. 여기서 다시 순자와 갈리지는 지점이 드
러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순자는 ‘천’에서 가능한 한 인간중심적인 시각이 투영된 종교적인 색
채를 덜어내려 한 사상가이다. 이와 반대로 오규 소라이는 적극적으로 천의 종교적 성격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인격적인 색채도 강조한다.
하늘[天]은 이해를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를 안다. 하늘을 바라보면 푸르고 푸르
다. 아득하고 아득하여 측량할 수 없다.… 만물은 그 명(命)을 받들며, 백가지 신(神)의 으뜸
이다.31)

이런 천은 만물뿐 아니라 백 가지 신들도 포함한 만물의 종주(宗主)이며, 성인은 이러한 천의
명(命)을 받들어 인간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것이다.
이 같은 소라이의 성인관, 천관은 확실히 순자와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런 차이는 한편으로는 소
라이가 강조하는 ‘육경,’ 곧 서경이나 주례의 세계관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32) 곧, 소라이는
자신의 고문사학적 방법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대 이전의 유가 경전과 유가 계열의 문
헌을 주의 깊게 독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동시에 송대 이후의 신유학이 지나치게 ‘이기심성
(理氣心性)’ 개념을 중심으로 유학을 해석하려는 경향성에서 오규 소라이는 과감히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5. 오규 소라이에 대한 평가 - 윤리와 정치
오규 소라이에 대한 평가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극단적이라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소라
이에 대한 극단적 평가의 저변에는 일본철학사의 전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소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일본의 고유성을, 특히 중국사상과의 관계에 있
어서 일본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일본 민족주의 시각으로 보면 소라이는 한편으로 지나치게 중
국의 고대문물의 권위에 매몰되어 있는 사상가이다. 다른 한편으로 마루야마 마사오와 같이 일본
사상에서 근대성의 맹아를 찾으려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일본의 자생적 근대성의 맹아가 소라이의
사상에서 발견된다.33)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정치사상을 진보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려는 관점에
서 보면 소라이는 다분히 권위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정치사상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34)

31) 오규 소라이, ｢벤메이(辨名)｣, p. 235, “天不待解. 人所皆知也. 望之蒼蒼然. 冥冥乎不可得而測之.…萬物所
受命. 而百神之宗者也.”
32) H. Y. Lan, pp. 491-92.
33)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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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 소라이를 새삼 현대 학계에 유명하게 만든 마루야마 마사오의 평가를 잠시 예로 들어 한
사상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배경이 무엇일지 살펴보기로 하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널리 알려진
대로 20세기 중반 패전 이후 일본사상사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으로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사상사 연구자이다. 그는 특히 오규 소라이에 주목하여 소라이를 주자학과 대척점에
서 일본사상사에서 근대적 성격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전회를 이룬 사상가로 묘사한다. 마사오
에 따르면 소라이는 개인의 도덕 영역으로 정치를 환원시키는 주자학적, 더 나아가 전통적인 중국
유학의 특성에서 벗어나 개인의 도덕적 차원과 공적인 정치의 영역을 단호히 분절시키는 근대적
사유로 나아간 사상가이다.
근세 유럽에 있어서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을 수립한 영예를 ‘군주론’의 저자가 안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토쿠가와 봉건제하에 있어서 ‘정치의 발견(discovery of politics)’을 소라이가
쿠에 돌린다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35)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에 의해 정치를 도덕의 하위범주 또는 도덕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를 그것 자체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을 정치학의 ‘근대성’의 성취
로 이해하는 마사오는 이러한 정치에서 도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동양의 사상가로 오규 소라이
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라이의 사상의 어떤 부분이 과연 ‘정치와 도덕’의 분리라
고 말해질 수 있는 지점인가?
소라이가 고문사학의 방법론을 통해 신유학의 도통 관념에 기대어 유학의 고전을 보던 방식에
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신의 시각을 확립할 때 가장 근본적인 방향선회 중 하나는 정치철학적 문제
의식임은 분명해 보인다. 곧 유학의 정치이념, ‘수기안인(修己安人)’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수기(修己)’의 문제를 거대한 형이상학적 체계의 일부로 만들었던 송학의 시도에서 탈피하여, 육
경과 순자 등에서 보이는 ‘예’를 중심에 둔 ‘안민(安民)’의 통치철학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유학을 재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흔히 ‘덕치(德治)’ 또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이란 표현에서
강조되는 통치자의 덕성을 통한 정치가 아니라 예악형정(禮樂刑政)의 유학적 문물과 제도를 통해
백성의 평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소라이는 유학의 정신을 재해석하였다. 그것만
이 덕치의 강조가 성왕의 도래만을 기다리는 일종의 메시아주의로 퇴락하지 않고 유학의 본래이념
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소라이가 군주의 도덕적 자기수양의 중요성을 폐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병렬적
구조로 치환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앞서 인용한 구절에서 보듯이 사람의 덕성은 ‘도’와
34) 와타나베 히로시, 일본 정치사상사 [17~19세기], ｢반反 ‘근대’의 구상 – 오규 소라이 荻生徂倈의 사상｣.
35)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정치사상사연구,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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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관계다.36) 선왕을 통해서 실현된 도의 질서와 인간의 덕성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은 소라이가 법 등의 제도적 측면과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도 확인된
다. “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법을 시행하는 옳은 사람이 부족하면 법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37)
결국 소라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도덕과 정치의 완전한 분리라기보다는 정치를 도덕의 문제
로 완전히 환원시키는 성리학적 방식의 문제로부터의 탈피 또는 극복인 것이고, 이러한 문제의식
의 출발점도 육경을 비롯한 고대 경학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루야마 마사오의
소라이에 대한 평가는 서구적 근대성을 일본사상에서 찾고 싶은 마사오의 문제의식이 과도하게 투
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규 소라이가 일본사상사 더 나아가 동아시아 유학사에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자신이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사상의 본래적 의도와 함께, 그
것이 지니는 동아시상 유학사에서의 의의를 차분히 검토하는 평가를 마사오의 논의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공정성의 결여는 소라이에 대한 마사오의 평가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평가에서 발견된다. 소라이 철학의 사상적 성격은 동아시아 유학사라는 거시적인 흐름과
일본사상사라는 구체적 맥락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구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소라이
사상에 대한 평가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비단 오규 소라이의 사상에 대해서만이 아닌
동아시아의 철학자 전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6. 결론
우리는 오규 소라이라는 일본의 유학사상가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송학과 다른
방향성을 지닌 유학을 추구했는지, 그러한 그의 사상적 경향성이 어떻게 순자와 밀접히 연관되는
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라이의 사상이 그동안 어떻게 다양한 평가의 대상의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오규 소라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철학사 연구에도 자극을 줄 수 있어 보인다. 중국철학
사의 영향이 한국과 일본의 철학사 전개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굳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 철학사의 전개가 자신의 고유한 지역적 역사적 현실의 총화와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토양
에 따라 고유의 사상적 모습을 띠어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규 소라이는 유학의
정신을 송학이 아니라 고대 경학과 순자 등에서 찾아서 자신이 처한 일본적 상황에서 유학의 의의
를 건립하고자 했는데 이는 정약용을 비롯한 이른바 ‘실학’ 계보의 사상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
았다.38) 일본과 한국 사이의 사상사적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전수’가 아니라 상호작용일 가능성
36) 오규 소라이, ｢벤메이(辨名)｣, p. 212. 주 28)을 보라.
37) K. Hagen, p. 13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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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유학의 유산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개별 유학
사상의 특장을 분석할 때 그것이 동아시아 유학사 전체의 맥락에서 사유되고 고민되었음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개별 유학사상의 철학적 고민이 나름의 고유한 맥락을 지니고 있음을
충분히 존중할 때 그 고민과 해법의 다양성도 온전히 복원될 수 있다. 동아시아 전체 유학사의 지
평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철학적 고민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우리로 하여금 유학
사상의 현대적, 철학적 의미를 다시금 물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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