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한국 사회 윤리 형성의 소
 

요
 

백 종 현 

1 . 밝히려는 문제 

대개의 사람들은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 

며， 또 그 자신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 그런데 ‘사람’이란 무엇을 말 

하며， ‘사람답게 산다’는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무엇 

인가를 지칭하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이 무엇인가를 규정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이 무엇 

이냐에 대한 탑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이 

무엇인가는 종교적으로， 또는 윤리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데다가， 이러한 제 방면의 규정조차도 한 가지씩이 아니다. 거의 모 

든 문화어들이 그러하듯이 ‘사람’이라는 말도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인 만큼 이미 형성된 ‘사람’의 개념이라고 해서 최종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듯 사람의 규정 자체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마 

당에 ‘사람탑다’ 또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두뇌한국 21 사엽 대학교육개혁지원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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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는 규정 속에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 

선이 타자에게 구속돼 있지 않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적어도 30m' 
이상의 거주 공간에서 하루 서l끼 밥은 먹고 기온의 변화에 맞게 옷 

은 갈아입으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윤택함은 누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런 식으로 그런 관 

점에서 생각해 나가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글쓴이는 여기서 ‘사람[人間]답게 산다’는 것을 일단 ‘인격 

(人格)적으로 산다’ 내지는 ‘인간의 존염성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뜻 

으로 풀이하고， 사람의 인격성과 존염성의 근거는 사람의 도덕성에 

있다고 보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사람이 윤 

리적으로 산다’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윤리’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답 

게 사는 이치’를 뜻하며， 이 글의 주제 <한국 사회 윤리 형성의 요소 

들>에서 글쓴이가 논구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람답게 사는 이치의 구성 요소들을 가려 보고， 한국 사회 윤리가 

매우 착종(錯縮)되어 있는 현황에 대하여 반성적 의견을 내놓고자 함 

이다. 그러면서 비록 이 시점에서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이 ‘사람답 

게 사는 이치’ 곧 윤리가 무엇인가를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는 어렵지만， 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이 물음에 대해서도 일정한 탑이 

저l시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주제를 더 보편화시켜 ‘인류 사회’의 윤리를 다루지 않고， 

소재를 ‘한국 사회’로 제한하는 것은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끌 

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다. 한국 사람도 사람인 한에서는 사람 

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그런 한에서는 한국 사회도 인류 

사회의 일부이기는 하겠으나， 한국 사회와 유럽 사회， 아라비아의 사 

회가 각기 득성을 가진 까닭에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면， 한국 사회 

윤리 또한 보편성과 함께 득수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글쓴 

이는 보편성과 득수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한국 사회 윤리의 요소 

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사회 윤리적 상황이 어떤 근원들에서 유래 

한 것인가 반성해 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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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까 어림짐작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한국 사회 윤리 형성의 주요한 네 요소 

혹시 완전히 밀폐된 사회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어떠한 사회도 단 

일한 윤리의 척도를 가진 사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오늘 

날의 한국 사회처럼 다기다양한 윤리관이 공존하는 사회의 예를 따 

로 찾아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현대 한국 

사회 문화 전반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말까지 적어도 5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유교적’인 윤리 척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길이만큼이나 그 뿌리가 갚어서 이미 표면 의식에서는 희 

미해진 유교적 윤리 규범들이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심층 의식에는 

짙게 남아 있어 사람들의 행위를 부지불식간에 규제하고 있다 1) 

그 대표적인 예가 ‘장유유서’(長생有序)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 

양 문물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해 채 1세기도 지나기 전에 한국 사회 

처럼 제반 영역이 ‘서양화’된 예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 

치 · 경제 · 법률 체계 및 사회 제도가 송두리째 서양화하였고， 1995년 

도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동아시아 어디에서 와도 다르게 스스로 

기독교 선자라고 밝히는 사람이 한국 총인구의 4분의 1이 념는다 2) 

이러한 변이 과정에서 기존의 윤리적 척도가 저l 기능을 못할 것은 

거의 당연한 일이다. 새롭게 유입됐거나 형성된 문화 양상 가운데서 

도 한국 사람들의 윤리 의식에 득히 큰 영향을 미친 요소를 꼽아 보 

자면， 기독교 윤리 규범 · 공리주의적 풍조 · 물리주의 사조 등이다. 

1) 조긍호~유학섬리학 - 맹자 · 순자 篇~， 나남출판， 1998, 29변 참조 
2) 통계청의 1995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총인구 44，608，726명 가운데 

종교별 선자 수는 불교신자 10，321 ，012명， 원불교신자 86，823명， 유교선자 

210，927명， 개 신교선자 8，760，336명， 천주교신자 2，950，730명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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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려한 요쏘뜯은 다ξ칸의 차이는 있겠지만， 19세기 재국주의 

영행이래 한국 시회에 뿐만이 아니라 이마도 이칸란 문화권피 벚벚 

오지(뺏뺑) -를 지l외한 전 세개에 확산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끼는 

하다.→ 

이렌 이해에시 갑쓴이는 헌대 후l 냐 사회의 윤려 싱황에 나]_1ι작 큰 

영향음 끼지고 있는 것은 유Jι · 기녹Jι · 공려주의(功찌主義) 풍-소 · 
난려주의(物i켠主義) 사소 능의 네 요소라고 본다‘ 이 가유네시 앞으1 

두 요소가 보핀작 윤리듣 서l우는 데 7] 여하는 것이라면， 뒤의 두 요 

소는 그것음 무너뜨리는 7] 능을송 하고 있는 대표직인 것이다‘ H→본- 보 

는 이에 따라시는 이 네 요소 대선에 다른 요소듣윷 더 증요한 것으 

쿄 꼽윤 수‘보 있겠고， FE 설령 이 네 요소를 인정한디 해보 그 새시l 

한 내용은 달리 파약할 수도 있을 것이디 한 사회의 윤리적 현설을 

이루고 있얀 요소븐 μ1]우 디양하고 디츰적인 것이 Q통-이고， 이미 인 

‘당한 바내R 한국 사회븐 디육 디 그니l한 펀인 데디기， 이세 거관하 

려얀 ‘유교’ 키뜩교’ · ‘공려주의’ 불리주의’ 사상 체계기- 보투 오랜 

역사와 함께 많은 유파블 기 신 것날이어서 그것을 각각 아느 한 관 

점에서 농뚱:J ，커 팽 가한냐는 것은 ~I_야마로 ‘주관적’인 수가 있으니 

까이다. 그러나 감자의 훈이븐 냉자·순자의 쿄신이른， 정수(程米)나 

유완(짧士) , 되율(退멋)의 언션이든 서보 마픔 점뜰 외에도 한께 해는 

점이 있기에 다 갇이 ‘유교’로 묶인 수 있는 것이고， 시독교c블 u]돗한 

여녀의 쿄피 교산， 시→조뜰익 유파들 역시 ~I러한 성격을 가시고 있는 

것인 만듬 ~ , - 인지점을 추여가1끼 고찬한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인1，'1-

은 아닙 것이다. 

이제 이런 처l히생과 유보 아래시 하.J~ 사회의 윤리직 쉰섬욕 이푸 

고 있는 주요한 네 요소판‘ 그 사생 새셰틀의 역사직 전개 과정이나 

유파갈 사이의 놈쟁사 성리가 아니라‘ 그 책심 ‘가닉침’듬이 2000년 

진후 후|→파 사회 윤려 현집에 삼두된 의미단 새겨보는 판점에시 I'H관 

핑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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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교적 도덕 원리 

유교((띔·敎)븐 L께시11(*世}에 내해서도 삼내 !간상윤 주관하얀 절대자 

쿄서 인객선에 대해서도 밀하지 않지만， 사땀이 살아기-븐 더l 있어서 

‘바투가 되는 가프천’이라는 난마의 본래 석 의 T1] 애서 ;종쿄(宗敎)’다. 

2500년 전 풍국 춘추 λl 피1 :잔자(lLT)의 가프천이l서 시작되어 전국 

시대 냉 A}(굶T). 순자(김'JT)를 기쳐 서l 만한 이폭으효 행성된 후， 불 

교 · 도교외 교석하면서 양디j(宋代) 유자(六T)， 특히 낚송의 수자(4:: 

T)에 이프려 성미학으효 빈→전된 유괴-는 한국애 수용되어 서l개사에서 

도 찾이맨 /] 트퓨 조선 500년 단인 완조의 등지 원벼이자 시회 윤피 

의 근간이 되었다. ‘유학(엄헬)’이라고노 입뀔어지는 것에시 암 수 있 

늦이 유‘1ι는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단 i'.~f하는 학분 세셰이 7] 노 하 

고‘ 그「가 사회 운용 워리란 제시하는 정서l본-(펀 [11 論)이 7]노 하다‘ 유 

Jι는 또하 인간 행위 규범 원리둡음 탐→난하는 ‘노펙(造헬)'이자 행위 

단 위한 f처l 작 91 윤리 강령듣필수 놈하는 예본:-(~뽑論)이기노 하y-， 사 

람이 사렘-넙-게 사는 벙-법음 터늑하;π 준련하는 수양본-(修養論)이 7] 노 

하디- 걷선 시대 한국의 정치 학술 문화릅 니내표하쓴 정보션:{:_굉;{:_‘ 

서견더‘ 이평， 이이， 걷석， 송사얼， 정익용 사상의 콘간이 보투 유교인 

은 주지꾀 사실이디 뿐’간 아니이 일상 생펀꾀 여l 꾀 빈절은 밀할 것 

보 없고， 사회의 입식(江式)파 낸륜 처l 껴l 역시 두루 유교적인보 이서l 

갓 날공부를 사작하얀 학당날의 교새인 「동-동산습(童칭先껍 ).1 파 r소 

학(/ J、펀 ) .1 에서부터 국빔 처l세를 난은 「경국내선(經i쩌λ께);까치의 내 

용이 증언해 주고 있다. 

그랭다면 유쿄 도익의 출받점은 무엇이비 지행정은 무엇인가? 

유쿄의 쿄신들은 /]본석으로 시→싼익 자연 본성， 자연스렌 n]-유씨를 

시싣(휩實)로 확인 니l지 잔치l하피 이 토데 위에서 시싼뜯익 이상(;갱 

想) 실현을 뷔한 방도를 지l 시한나 이렌 이 유보 우이는 유쿄의 도막 

이론은 자연수의석이라피 인건을 수 있나 이 T1] 질 인려져 있는 마， 

그 주요하 섞갈음 재성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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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끼지인의 볍도 

유쿄는 스스효 부단히 -한부해여 시혜를 갖추피 인격석으로 자신을 

완성한 후에 ~1. 믹을 닌에게까지 111 져 이웃고} 한까 최피선에 머무드 
자는 이상을 표망한다. 유교 가드천의 디}강(大網)이라고 할 수 있는 

「대펙(大學)_I)의 이른바 3깅렁(_:.網짧，) 8소목(八條터)은 다듭아년 수 

기치빈애용디治人)의 t캠노닫 얄하고 있다‘ 

“대인의 학문의 정노(표범)뉴 맑은 익흘 뭔히뉴 더l 있。며， 백성음 

새류끼] 힘에 있으내. 시극한 선에 머무름에 있마. [ ... ] 
옛 부터 밝-F 너응 전하에 월껴1 라는 이는 머저 」 나라를 나스라고， 

」 나라즐 다스리라는 이는 번저 」 가문응 가지런히 하고，_l 까문응 

가지민히 히려는 이는 민지 7 ;1Lg- 낚고， τ r; g 낚으려는 이는 민 
지 τ Irl-~~-.g. 바=게 히고. Î 1'1 응 g 바=게 히려는 이는 민지 7 뜻 

g 친성되게 히고. 7 뜻g 친쇠되거] 히려는 이는 민지 7 잃 g 이두 

뉴 것이니， 앞음 이륭은 사분의 이치등 궁+ò}-뉴 더l 있다’ (r大펄1 ， t‘!‘ 
ι) 

똑캠-은 쉬지로 공자는 입찍이 눈자의 한 입음 수기얀빈({f~다싸人) 

으로 규정하 바 있다‘ 

“자로가 균자애 대하여 묻차 강자가 ‘스스로 옴음 닦뇌 :성건히 한 
q’고 답 했냐. 자루A ‘」깃뿐임니까.'}' 하고 묻자 공λ노 ‘몸응 닦견 후 

에는 마븐 사싹응 펀얀케 한나‘고 딩했마 사무가 ‘」갓뿐엮 q까‘7’ 하 

고 마사 묻자 공자는 ‘폼응 닦아 따믹싱응 펀얀케 힐 깃이나. 이 점?

요순JL 이례우|했넌 비다’， 1. 대납하였다’ ( f뼈댐~. 졸검j 四十끄) 

그니l니까 유교의 기-르침에 띠묘연， 공부의 출발진은 사불의 된된이 

를 있쓴 그내도 포착하여 침-펀 치석을 얻고， 마음-피 된된이룹 잘 살 

펴 자기를 인객석으보 완성해는 것이다. 감A:}가 “옛난이1 강부하는 사 

란은 A:}/1를 위해서 했나( 버i;L)b촬:용혔ê)"(맘원홈~，현며j τ+고)~ι ?} 

한 것이 Ll， 맹자가 “츄섣양성(存心養14')"을 강조한 것도 이련 뜻을 

가지고 았다. 이재 “자시를 가꾸었으변 이를 사회화하는 것"[克ê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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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 ?%i홈!J， 頭淵 - 강조)이 감부의 무표다. 나시 까해 얻은 진아블 

념에게까지 확산λl켜 서l상을 변화듭게 õ]는 데 기여해는 것이 븐시 

란의 도랴다. 유교는 이런 점에서 난본적으로 ‘니l성외완(씨뿐外士)‘의 

대인(太 /‘、) , 판자(캄T) ， 지자(셈老)를 뷔한 쿄션이라고 할 수 있다. 

2) 션히 본생의 학승으로시 녁행과 윤려 교육의 편요생 
그평다면‘ 이 걷-은 공부의 섣마려는 무엇언가? 그것은 다듭。이1 아니 

E라} 사림람-이이 사렘 

있는 그대로 드러댐이다. 

사림-됨으1 공부가 “‘밝은 녁’음 밝히는[비J B)J짧]데‘’시 시 식딘다꾀 하 

끈 것은 이미 사당이 본례적으쿄 그ι1한 능력을 구배하고 있음-윤 선 

서l쿄 하얀 것이다 그이니까 사당의 자연 본성 자제가 선피 씨잇(可 

以찌홉 T굶子11 ， 告予 k 六 칩 걷}을 기자고 있븐 바， 공부란 그것-S 

띠르고 기꾸고 키워기→븐 것일 띠릎이며， 이것이 바순 덕행의 출말진 

이i..'~은 것이다 

“히능이 벙한 바가 캔정이니， 분성에 따브는 것이 볍도디.“(꿋冷之 

謂삼 率삼之謂j효: rrp庸~. 젓 구) 

시물바다 ~별이 있고， 한 시물이 바보 ] 시물인 끼-합은 :1 시→물 
의 고유히 성격이 있기 때분빈 lìt‘ 그 고유히 싱격인녁-슨 그 사H 의 

자연 본싱이다. 이런 이치로 사캠-이 강대나 살맹이가 아니고， 개나 

패지가 아민 것은 사람으보시의 본싱이 있 7] 띠l분이며， 이 본싱이탄 

자연직인 것이다. 그려고 이 자연 본성흘 따닫고 지켜q가는 것이 순 

리로시 옥lìt른 길이다. 그렇다면 대세 사램-의 본생은 어띠히 것빈가? 

맹자는 그것이 션의 맹아(행흉)엄윷 역섭하고 있다‘ 

“사락건 누了나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1、忍之心j을 가시고 있마 

[ ... ] 지금 사략이 어린아이가 막 우뭉에 빠시려는 것응 별연간 배-면， 
놀라고 측은한 1'1겁이 있어 가서 북든디‘ 이렇게 히는 것은 어린이이 



1:-)(j 놈문 

의 부..'L와 교제픈 히기 위짝도 이니요， JI}g. 시판듣고1 빗듣에게 칭하 

을 받기 위함JL 아니요. 마- =1냥 내 111 여두었다，，- 원성하뉴 것음 늠71 

싫아서노 아니다 이런 섯음 미뤼 불 때‘ 사럼치 ,1 걱~은해 하뉴 마음 
[뻐j薦ι11>]이 iìl01j 사럼이 아니요‘ 부끄러우lδ누 마읍[효惡ι11>]이 
없으연 λ}팎이 아q \i., 양건하는 마음[織之{J이 없으면 λ}팎이 아 

니 A 옳고 」름을 가리는 마음[품랴之心]이 없으변 사싹이 아니나. 
측컨해하는 마유컨 인(仁)의 다시 \i~ ~fl러워하는 마음간 의(흉j의 

단서요， 양보히는 Ir}.~ 은 여! (禮)의 단서요. 옳고 7뷰g 가려는 Ir}.~ 

은 치(智)의 난서다. 시탐이 이 네 가치 난서[~펴]픈 가지고 있는 것 

은 이회 끼에 시지{엠없)기~ 있는 것괴 간디‘ [ ,“] 누풋 사암이 지기에 
게 있뉴 네 단서등 9-두 확충한 줍안 일 1，1， 판이 다서 번쳐나카이. 샘 

분야 숫아서 흠려가뉴 것과 강다 "(→굶了 J ‘ 앙係구子 r. f:;; 뚜; f+7了 「 六

진조) 

“시탐의 분성에 어찌 양식(.8.心)이 없겠는가“‘ ( r퍼:+~. 告+1.:. 八)

“사럼이 매 우지 않 ， 1.서노 한 수 있뉴 비뉴 잉능(良꽃)01요， 생기하 

지 않'，，-서노 아뉴 비븐 잉;지(良웃미다 이린아이내노 그 이 111이외 친한 

증 모르는 자가 없고， 사라사는 」 헝을 공경 띤 증 모르는 자가 없q. 

어버이와 친한 깃?- 인(仁)01 \i., 어주추응 공경하는 깃?- 의(옳)다. 이깃 

간 나름 아q라 온 세싱 λ}팎듬에게 공동뭔 깃이나 "( 1'츄子J ， 盡心j二

十五}

“사림은 누뉘나 다 요(훔l 순(확}이 될 수 있다 "(f굶7껴， :rT r" 二)

유교얀 사당은 본성적으쿄 신빙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획중하여 

행실쿄 잖기기("굶子J ， 公孫 1I ~ 六 침:;~)넌 한디년， 사땀디운 사갇이 

된디고 통-찰한디 유교파 이든바 이 ‘생 산’(性善)둔의 출말진에 내하 

어 ·성약’(싼패)을 논한 순자릅 끔아대 이의를 세키하얀 사함이 있으 

나 : I‘것은 순자를 뜬어윈지 뭇한 탓이다. 순자가 한 관점에서 ;성약‘ 

을 논하고는 있시만， 그러한 순^~의 ;성약신‘이 난본석으효 인간 본성 

의 ;선한‘을 배개하는 것은 아니다. 순자 논신의 진의를 산펴봐자. 

“사럼의 본성은 악하'，，- 그 선함은 우밀[f챙]이다 지남 사럼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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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어니면서부터 이익응 좋이하는 것이디‘ 이민 분성에 띠브가 때감 
에 쟁렬이 생키 ,1. 사영은 없이진다 EII 이나띤서부".1 넘흘 짙투하， 1. 미 

우1 6]-븐 u}읍이 있븐데. 이런 본성에 따己기 때문에 님음 해지븐 일이 

생키 ,1. 성설과 신의가 없이신다 테이나1.'1서부"['.1 눈A 귀뉴 미색(윷 

f끼)과 미싱 (풋쫓)응 좋아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러한 본성에 따르기 

때문에 무절체가 생기고 에의와 문리(文1띠)가 없어진냐 . .....l러하니 사 
팎의 본성에 따르고 관례의 긴정에 따르면 반드시 생탈하늠 데무 나 

이기 직분g 누시히고 도리픈 어지립허 옥릭으보 뀌검되게 년디‘ ~-ï:-l 

므보 빈도시 ι숭에 의한 볍도으l 감화와 여l의에 의한 교도기 있은 연 

후에야 사양히는 "11 보 니이가서 ι 려에 합치하고 시회적 선서에 귀착 
하게 된다 이로써 보건대‘ 그랴 한속 사럼의 본성이 악한 것은 갚영하 

1 ‘-- =1 선함은 꾸맙이다"(즙JJ‘ tl훤) 

J:-l7 

순자는 분명히 사람의 자연 본싱이 “익하다”고 얄하고 있다‘ 그러 

나 순자가 말하는 지펑은 맹자가 본생의 서힘욕 놈한 l내의 그것과는 

다브다. 맹자는 사람의 본싱필수 거본·하면시 장주리탄 만듣기에 식당하 

성질을 기신 “시뱃 버날‘’|↑니쩨|의 성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If굶予J ‘ 

폼子 「 一 삼죠) 사함의 보덕적일 수 있븐 성격은‘ 벼유해 멸하자연， 

시뱃 버날은 꺾어서 굉주려를 만날기에 적합한 특성을 기자고 있고‘ 

잠니무톤 되l위서 숭-윤 만날기에 좋은 특성을 기잔디븐 파미에서‘ 사 

감을 어느 동불날파 쿠벌짓븐 사함만의 특성임을 맹자얀 밀하고 있 

쓴 것이디 그이니 순자기- 밀하는- ‘사당의 본성’‘ 에컨대 111]고관변 먹 

을 것을 찾고 추우변 L(t뜻한 곳을 찾는 것은 사란만익 본성이 이니 

라， 차라넥 동울 인반의 본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울폭 시싼도 동 

물 샤오데 하나인 만듬 ~1.런 한에서 그것은 시싼익 본성이시도 하겠 

지만 ?}이다) ~ 1.렇기 때퓨에 순자의 논변 샤꾼데서 진실효 사란[T，'}] 

의 본성~1.려냐!J} 여느 전숭고}는 다른 사란의 자연석 성질을 찾는다 

변~1.것은 “스승애 의한 법도의 깎회와 예의에 의한 쿄도가 있은 연 

후에 사양하는 네로 냐아가시 분?-1 에 펙지하고 사회직 침시에 꺼직‘’ 

한 수 있는 바로 그러하 싱진이다. 개q 소q 채 71는 이런 싱진음 갖 

고 있지 않은더1， 유녹 사람만은 이러한 싱섣음 까지고 있으나 당이 

다. 이미 순자노 뭇 싱승둡과 사람의 자이섞음 여러 오보 보고 있다. 



1:써 놈문 

“시탐이 시함이 되는 까낡은 난지 받아 물이며 [「;에] 덜이 없기 

때문이 아니 ι1-. 변냐홉)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 ] 믿뭇 농분뇨은 
부자(.';(1)븐 있이~ 부차 사01의 사량과 :ε껑은 없。며， 암↑→뉴 있。

뇌 넘녀의 +낼은 없다 그러 υ-로 사림의 노띠뉴 번낼함이 있뉴 데 있 
마. 변별힘에는 [사회식] 운별반마 너 증Ç).한 ;갓이 없고. [λ}회식] 분 

별에는 예겐나 더 증 8.한 갓이 없으벼 에라연 싱왕(및上)의 [법c;:]엔 

다 더 른 것이 없다 ’ ( f힘1.1 ， 非相}

·에’탄 “일신응 바르 잡쓴 척도‘’(r첩子」‘ fr쫓身}이자 “절세의 표준” 

(fJffi子~， 致上) __ O_~서 “딘자(끔子)"기 바도 그 “보민을 μ인디"(IïJffi 

子~， 검퍼) 하고， 그것이 “성인(聖人)피 꾸념|챔에|서 니온 것이지 사 

람(人)의 본성에서 니온 것이 아니디 "(U첩子J“따첼)고 하디이보， ‘성 

왕’이니 ‘생인’이냐 ‘군자’기 ·μ통- 사당’이야 아니겠지만 그례보 사암 

인 이상， 마로 이렌 수준의 시→란얘게서 지란의 본성’이 지1 피}로 L-}너 

난다고도 볼 수 있는 인이다:1.려므효， 성약 논변에도 불구하피 순 

자에게서도 시→란의 」ι유한 본성은 예의를 이는 퓨성이라 해야 할 것 

이다. 나만 이 퓨성은 저철호가 아니라 부단한 수잉:피 쿄유을 등õ1여 

비호소 선으로 받잉=되는 것이다 : I라녀 싣상 순^~샤 ?}하는 ‘꾸빔 

[t센]’이린. 71 칫이라가검-다는 지→란이 하는 인’[人혈]， 사~란만이 할 수 

있는 입음 헥숙하고 있다고 본 수 있겠다‘ 

이 킴‘은 유Jι의 성션섣， 란자와 소인‘ 곰 본성을 송석히 드러내는 

자와 본싱이 가려워지 있거나 본싱에 역행하는 자의 f분은 주자에 

이브러 마음과 감이 성리선다. 

“봄이 피변 따물이 ;추생하고. 이름이 피면 빌육하고， 가응이 피변 

싱숙하벼， 겨응이 피면 거두어 쌓는 것건 하능의 붙변의 이치고， 어짐 

고[仁] . 옳고[쫓J . 예의바르고[뿜] . 씨헤무운 갓[쉬J]-~ι 사란의 관싱이 

다 

사와의 본성-F 선하지 않음이 없어시，_l 인 · 의 · 에 · 씨 내 성풍 
의 섣l끼리가 외물[外物)에 십히여 L_깎아 있 S 에 따라 니다니곤 한디‘ 

어버이픈 시랑히고 형g 공정히며 임간에게 충성히고 어른에게 공 

손히게 히는 것 g 시판의 도려라고 히는 "11. 이는 ~:성에 띠픈 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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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랭히는 것은 이니다 오보지 성인민이 ‘분성 g 보존히여 지 누한한 

하늠의 이지외 하나[一關카 뇌이서. 번갈만큼노 보테지 아니하여노 
디'41 _. 행웅이 F두 지÷f히 선하다 

그랴나 뭇사럼능은 몽1 께 하여서 u}읍이 분쩍 에 가띠 위져 그 본성음 

무너뜨리고 이를 카/1하는 일에 마유 펀해한q， [ ... ] 선의 본성 ?- 본 
리1 부족힘두 지나치도 없는 깃이나 <;J.직 물욕이 이를 가렀을 뿐이 

다 "Uk了. 이、당응몽경節} 

1:자) 

그ιl 니까 사암 마음의 “내체().、體)"(If굶予J ‘ 告子 k ←F五)븐 누구에 

거l 있어서나 선랭하지만， 그떤디고 그것이 시절RL 말양되톤 것은 아 

니고‘ 자기의 대체 본생윤 있븐 그대도 ]스비낼 수 있븐 힘윤 길비야 

하며‘ 그떤지 않。L변， 껴l곡의 불이 야'2n~ 흐르븐 것이 자연의 성;실 

인에 ‘보 복이 기4_~놓이번 역류도 하듯이， 얼바늑지 왜곡될 수‘보 있얀 

것이다. 이라한 파약이， 만약 사싼의 본성 받잉을 방해하는 어떤 시 

약한 획석인 힌 가랭 ‘약π1.’와 간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 이러한 파약은 시싼은 누구나 선한 본성과 한깨 : 1. 본성 받잉을 

가로믹는 다륜 요인， “신쳐1](小錯)" 이를테면 “울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통반한나 :1.려니까 장부관 “울욕‘’ 곡 깎성적 와구를 

지l여 하는 힘을 기 프는 수띤이 다. 

여 71시 딘←욕 ;E힌 사싹이면시 농시에 한펀인 자가 가지:π 있는 자 

연스런 생전이라 해야 한 것이나， 왜 어떤 본싱(곰， 인의예지보 l.-r가 

는 마읍)은 북높워야 하:π， 어떠 복생은 처l어해야 하느냐의 당위 H 
음이 생 7171는 한다. 그러나 이 관음에 대해시는 다시 맹자의 입본

취지로 닫아가， 후자는 하낱 입l，l~작 인 쥬앙관작 기 진이 :π， 진자만이 인 

간 고유의 기섣인 만단， ?l?} 고유의 기전욕 자|대로 ~-{양하는 것만이 

‘인간담키’ 때문이내 단할 수 있을 것이디 그래서 교육이 필R하디븐 

것이다 사갇띄 본성이 산하고， 그ιl니까 내버려투아보 지절흐 착한 

일넌 하은 것이 내년‘ 교육이 무잇에 띠쿄 필요하겠븐기! 

‘’꽁지가 ‘잉히기픈， ，[시탐듣은] 본성적으i 서보 가까우냐. rI 진}에 

의 해시 시 루~ 믿어 진다‘고 했나 "( '論짧J. I뭘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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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싼들이 선한 본성에 있어서는 서로 난시해도 →:1.떻 /1 때퓨에 

시란‘들‘이 객수임애도 한걷 간이 ‘사란‘인 것이다」’ 습관를이가이11 l(} 

라서 본성이 지l데효 빈잉=펄 수도 있피， 잇11 곡될 수도 았으니 ←]떻기 

때문에 사란‘틀’은 한 가지가 이냐고 여라 가지인 것이다→ 쿄육을 

통하여 옥lì}론 습권이 생기노‘÷ 해야 션욕 섣쉰??} 수 있는 펙， 곰 녁 

(德)욕 갓순 수 있다. 

“사럼이 살아가뉴 데 아P- ιl 비1판비 녁 ,1, 따뜻하게 입 ,1, 펀허 기치 

힐지라P 교육이 없다연. 마치 새나 진승과 나즐 ll} 없늠 깃이냐. 싱 

인이 이 점응 꺼정하이 계 (횟)에기] 사P의 직색응 주어시 인윤응 가 

르지 711 했냐. 부사간에는 친핍이 있어야 하고. tt신간에는 의리가 있 

어야 히고， 부부낀에는 분벽이 있어야 히며， 니이 많은 시판괴 L~ 이 

적은 사란 시이에게는 치려가 있어야 히고， 빗듣 사이에는 믿S이 있 

어야 히」니라(父f有쳤 꺼ï.1有쏠 λ렘有생t .R*-낀有던5 뾰1.7..有信)."("교 

子J. [;g:7::L~上 rr.J 

이외 갇은 “오륜”의 도믹 쿄유 윈톡은 예나 지금이 Ll 충분히 껴→편 
적 더딩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려나 “임금은 신하의 내이가 되 

고‘ 아나l는 자식의 버리가 되며， 지아l-l1는 지어01의 벼리가 되다(君 

寫니l‘網 父寫f網 솟점辯網)‘’는 이른바 “심강"이 이 노녁 교육의 골자 

탄 이푸고‘ 이것이 다시금 

“ ?IE나 시부모가 계신 곳에시는 [ ... ] 추워y， 끼히 옷응 껴익지 못 

하고. 가러워P 긴히 긁지 못하벼. 공정히 힐 일이 있지 않으면 낀히 

?매즐 건어올라 필응 드러내지 못하며， 불응 건널 매가 아나연 옷을 
간어올려지 꽂히머. 속옷괴 이 엽은 반g 도긴，1 1..11 보이치 않는다.‘ ( r ‘」、 

형J. 샤篇. 배↑命 PTl) 

”이듬은 7 이내기 이주 \11땅히녀 부노기 기뻐히지 않으면 내보내 

야 한디‘ 이듬은 τ 이1..11가 1'1 땅히지 않이도 부노기 말허가든 ‘τ 시 

함은 니픈 ;삼 선 ~l 디‘고 히띤. 이듣은 부부의 도러픈 디히여 쥬g 때 

까지 변지 맏아야 한나."('/) ‘템J . ，셔휩. 매꿰 1'-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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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듯 이틀왼 지와 며」려완 지는 사시~보이 재물g r각적해서는 안 

된다 녕루과 선댁 (田쉰)에서 얻은 수입은 믿-두 부디- 시부민셰게 보냈 
다카‘ 휴 일이 있음 때 청해서 써야 한다 갇히 사사로이 밍 4지 말이， 

삼히 사시보이 주어서도 안 완디“‘ ( r응f청않』， %一 進H뿔) 

“강자가 말하기듬“부녀자뉴 다든 사럼에게 밝하뉴 사점이다 그 

런 끼닭애 지l 마읍대로 일음 치 ιl 히듀 의 ιl논 없 ,'-, 삼종(三삶)의 노 

리가 있으니. 집에 있응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사죄샤시는 나펀 

에가l 순종하고. 낚펀이 쭉으면 아듬에끼] 순종하이시 낀히 스스루 일응 

↑-행해서논 안 된다 11
, 했다’ (f '1、황)1. 며옳， 뼈倫 六十七)

등으쿄 구체화되년 그 정당성파 적실성을 _iL펀적〈ζ도븐 도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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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디 무릇 윤려 체계가 사암 본생피 선함에 티하고 있는 약함 

에 꾀하고 있듀 그것의 _iL펀적 합당성 여부와 적실성 여부얀- 그 최 

고 원려에서괴디쓴 그 밀닌-의 구체적인 새꼭-에서 2...:. [!;l니얀 것인 만 

캄， 오는난 한국 시회애서 유교 윤피가 금걱하게 : " 생명성을 상싣해 

가고 있는 것은 이애서 매돗한 것으효 봐야 할 것이다. 

3) 난친 윤이 익 확산으효서 시회 윤이 

이재 유쿄애서 시회 윤랴는 어떻게 정펴되는가? 

기본적으호 유교는 대키}의 사란틀이 실제로 (특히 혈연석으포) 가 

까운 사람에 대하여 갓는 천널깅， 공겸심‘ 사t상의 마읍‘ 농정심 능음 

보띤화하고 L샤위화하며， 이것욕 확산시키는 더1시 사렘다운 행위가 냐 

오고 사회 윤리가 갓줘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까 유Jι는‘ 사템어|깨 

고유하 자연스런 마음씨[事實) Sein]가 바보 사림-을 사람이게끔 해 

주는 것이니까‘ 사렘-이 사렘-답 71 위해시는 누구냐 이런 마읍씨에 따 

라 행위 해야만 하다[’폼/탱‘ Sollen]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공사샤 맏했나:~사는 어버이 심기기를 ~~!두무 하는 까닭에 」깃 

응 옮겨시 인금에케 강성하고. 행 심/1 기즐 공경으무 하는 까닭에 」

것 g 운기서 연장지에게 공r히며， 삽안에 있으면서 이치보 히는 까낡 

에 τ것 g 움:기서 과청 ?i g 격:행한디‘ 이딘 까읽어1 랭신이 안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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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어져시 이듬이 후세에 낚는나 " ( f 小딴!)， Ir"憲， ~Dhfu 白)

“지기 섭의 어른 g 존경짝으보씨 남의 집 노언에 미치고， 지기 섭 

의 어린 이이픈 보호함으보씨 남의 집 이이에게 미치다면. 견l히픈 지 

기 손비낙 안에서 다스런 수 있다 시갱애 옳기른， ‘자기 아내에게 번 

서 면냉윤 보이 , 1., 형지l애케 이 己 ,,-‘ 이로써 카문과 나니l이 미친다 했 

P 니‘ 。l 것은 차키의 이 u}읍음 1-1 01]케끼지 화대해 나가뉴 섯뿐이다” 

(-" 1:요+J ， 梁원王1.:. t; 간은 춰지 機휠上 十」→ 진조) 

“에 /1에 이트 /1를. ‘어버이가 측으면 복싱응 시극하711 3년하내， ?! 
윤이 측으연 어버이의 성에 비빙(比 η)하이 3년 복싱하고， 스승이 측 

.01,2 마읍。-로 3년 상음 지낸다’ 했다" (小댈J ‘ F석篇. 댐f유 머二) 

“도는 샤까운 데 있늠더] 이깃응 번 데시 7하고. 힐 일? 쉬운 데 

있늠데 이깃을 어러운 데시 7한다. 사싹마마 사가 니친과 친하고[재 

~챔] 지기 어른 g 어른으si. 노시면LR:tt.갖] 젠하기 화녕히]진 것이 

마 ‘’ ( f덤子J. 離옳上 I ‘) 

시싼괴 사란 시이익 관끼를 이끄는 가본석인 원피는 시랭괴 츄경 

~f꾀」ι 미유고} 경멸이다. 사렁피 주갇강의 비유이 균팽을 이투변 우애 

관개가 행성이 되고， 미유고} 경멸이 잠해지면 적디} 관개가 맺어진다. 

잎의 것뜯은 도믹석으로 좋은 것뜯이피， 튀 익 것들은 Ll괜 것들이 다. 

그러니까 까끼-ε 데서부터 멘 데로의 확산 니1시 전이되어야 할 가지 

들은 잎의 것틀이나. 이때 이런 확산을 샤능하게 하는 윈피~ 유쿄는 

“충시 u빈폈)의 노끼텅힘홈J ， 3"lí: [.~h. 착소)와 “혈→난지노(쩔Jb之j흉)‘’ 

단 얄후[다. 

“자기가 하，，- 싶지 않은 비뉴 넘에게 시키지 말바" (건fi.~^ 장、 .7;; 
웰於)、、討5다. 隆淵~， 衛靈公 〕十二늬 진죠) 

“자/1까 시고자 하면 안응 세워주고， 자기가 P달하고사 하면 낚응 

노딛하게 해주。1 c!l. ,. (건欲\TIIli간 A， 건欲達| ’li達人:→~~~:Q4'! 率 tι 二十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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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함한베 싫어히는 바보 이랫시탐g 부리지 밍고， 이랫시란한네 

싫이하뉴 비로 윗사럼을 면시지 말며， 잎사럼한비 싫이하뉴 바로 뒷사 

럼음 잎서 지 말 ,'-, 뒷사럼 한터1 싫이 하는 비 로 잎사럼흘 풋지 말며. 오 

은역r 사럼한터1 싫이 2}뉴 비로 완:‘↑: 사럼음 건네지 말↑'-， 왼쓴 사럼한 

테 싫어하는 11념 φ-븐쭉 λ}팎과 건매시 만라"(所항、싸_L f율l끼f헛下 所

항、싹下 f율l끼事上 댄항、앙후Î f당l끼??t，닫 所'Jl，*.!닫 母l끼따회!î，l타ifIiI'.!k右 f당 

Ll交左 所惡於左 쌍 t~交於右 r*횡J. '1형文 j‘釋써‘國 1、大 r"") 

14:-l 

바돈 마음을 시l워 준신(라1心)-~ 잡고|낸| 이~써 디는 사맘파 마음 

응 함께 하고I ;Hl心 > 젠| ‘ 자신의 마음씀윤 척도 삼아 디 든 사맘꾀 

마음 S 헤아힘|緊短， 雅己‘&人|은 윤려적 행위의 끈본이 핑 수 있디

그뀐데 ‘내 바음’은 흔히 콘진이니 은혜 입은 이에게븐 특벌한 진이l 

를 갖기 마련이고， 사적 관계기- 없쓴 이에거|얀 무심하기 마련이디

그래서 흔히 사란들 사이 01]는 친소(親政) 관개가 있다폐고 이 친 

소 관게는 어떤 인이l서 누구애게나 동인한 행뷔를 하는 것이 옳은 

인이라피는 -볼 수 없게 만든다. 

“심 강이 강자에게 ‘ 우비 향딩에 꺼궁(百션)이니l뉴 이가 있뉴데 마 

음이 삐 己'-.'， ，- 곤아 그 아111 가 넘의 영음 흔치자 아능이 그를 1'-만하었 

다 , 1. 말하자， 강자가 말하기를 ·? ιl 향딩의 곤은 자븐 그외뉴 딩C!]， 
아ll]는 아등을 위하이 숨겨주고 아듬건 아비를 워하이 숨겨줍니마. 진 

실로 곧읍이란 =1 가운데 있습니다‘'，，- 했다"(댐댐J ‘ 了않 十F、)

위와 킴‘은 대화 히 보악에시노 엿본 수 있늦이， 성의(正뚫)나 성 적 

(lIJ홉)은 하니의 삿내?I.:... 새실 수 있얀 것이 야니고‘ 그래서 유교얀 

준용(中합)윤 얘기하고， 디쿠니 ‘시중u낸라1 )’을 밀한디 ·청렴함’이니 

‘인무감이 뛰아난’이q ‘죠화를 이룸’이 보두 생인피 덕성이지만， 무잇 

괴디도 때와 장소와 사당의 관계에 알맞개 랭하븐 시준u바rtr)이 최고 

성인의 역굉인 것이디.(If굶子J ‘ 萬f품 「‘ 一 침주) 

/1) 껴→은(報뾰、)의 도믹 

유쿄 사회 간랴의 는간을 이투피 있는 또 승1-나는 은혜애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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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투 껴→탐해야 한다는 정 신이다. 

“강자가 말하키를부다-가 나를 낭ρ~셨.oq ， 이읍[號]이 이보다 더 

븐 것은 없ρ며. 임낙A 이 111이카 나릎 아갈이주시나 그 은혜의 두더 

웅이 아보다 뎌 중한 섯은 없다 。l 런 끼닭애 그 이 111 이를 사팡하지 

않고 나븐 사략을 사렁하는 갓을 패녁(뿜옆)이라 하고__l 어버이를 

공경하시 않고 다듀 사와응 공경하늠 것응 때례(‘주網)라 헌냐’ 하였 

다 "( r 'J 、횡J ‘ 며품 B.셔倫 三十끄) 

“진(품)나라 대? 난공자샤 맏했마: 빅싱 F 셰 곳에시 생명응 만으 

니 」 셋을 통일하711 심겨야 헌냐. 어버아가 낳으시고. 스승〈이 가르쳐 

주시고 임감이 미여 주진디‘ 어버이기 이니면 태어니진 꽂댔고. 막거 

려기 없으면 지라치픈 꽂히고， 기르집이 없으머 도리픈 안지 꽂히니. 

이 셋은 시판이 산이가는 ];1] 있어서 7 공덕이 서보 비슷히디‘ τ러므 

로 한 가지로 성갈 일이며. 그 섬김애 있아서뉴 죽음힘흘 다하여야 한 

다 생명의 은혀l애 대해서븐 축읍ρ-로써 보납하，，-‘ 베꽃이 준 섯애 대 

해서논 힘써서 보답하뉴 것이 사럼의 2.ê_ ιl 다[댐生u쉐 랩멜JJj] ι~~ 

i표tiJJ‘ "( r小웰J ， 거샘 n엠倫 E느) 

“자직이 대어나시 3년이 지난 훈에야 어버이의 품응 변힌마 」례 

시 무곳 3년 싱(혈)븐 전하에 동하는 싱례나， "( f論괜J ， 陽貨 -.1' .) 

“정식으무써 원수를 감고， F녁으무써 F녁을 감는마끼l:)，효랩썽 l:), 

德報핑‘: →E태음특J ‘ 않:r강j 三十7지} 

_11_은 그 자처Il~' 분1 성 사맘의 보;:::1 이고 낀l 덕이며， 사강날이 은혜에 

대하어 _il_담하고자 하븐 것은 거의 자연스렌 바음써이고， 텃선 자에 

게 J무심하기 쥐운 것 또한 기의 자연스련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자연 

스런 비유씨를 칙도로 삼을 때， 딪선 시란에게 무심하게 대하고 “원 

수”를 해코시하지 않피 정직하게만 데해도 도익석으로 탁월한 행뷔 

라 하시 않을 수 없다:1，러 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껴→장인데， 

사 적인 인이라면 몰라도 강강익 인 [res publica, 國事]을 치이해는 데 

까지 시사→보운 인간 관개가 영헝을 끼친다면， 사회 윤피는 어쩌면 



한국 사회 윤리 형성의 요소들 14õ 

‘비 응 니1키는 rll로해도 법도얘 어긋님이 없는’[야心所欲↑、폐댄 c냄 

i홈，. 쉴il]!: r디] ‘성인’ ‘문사’듣의 칩단에서냐 샤능쌀시 모므겠냐 ]런 

데 ‘누구나 부단히 감부하여 성인이 되어야 한나‘는 것은 사란틀 모 

누가 지행해야 할 마이시는 하시만， 현싣 사회샤 ]런 성인틀의 집단 

은 야니다 그래시 의로움의 내용이 친소 판겨1에 따라 다듬 칭우3) 

사심생 사회 윤리튼 수핍하기란 쉽지 않다 바보 이 대복이 ‘보읍의 

노녁 9l 유→1ι의 가닝침이 오늘납의 사회 윤리보시 가능하는 네는 땅 

은 저1 약이 따닫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5) 뀐서1 작 자녁 f워의 종 1ι 

사탐들이 증교를 갓는 적어도 하니의 이유븐， 일반작 Ò~_~ 중교기 

사갇들에게 삶에 수반하기 마런인 고동에서 빗어니 마음의 평화를 

얻 S 수 있얀 감) 우l 안파 구원의 감을 세사하는 rll 있디 유교보 눈 
냉 그니1 란 요소를 기지고 있고) 그런 란에서보 유교논 증교디 디 1간 

유교톤 자기 수양S 통해 자기 인격 3 완성함 Ò~~써 1간) 그이니까 자 

기 힘에 의해 스스R 내안 고자기 된 Ò~~써 1간 신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나고 가므친나 유교는 ]리니까 얀송익 윤이적 좋쿄。]고， 01 렇 

게 난기샤 비던된 윤이 강t영듣이 많은 사란듣의 도막회애 적지 않은 

영행을 미쳤나 

。1 런 점에서 유교는 자연수의석 시조를 유지하는 이성수의적 자가 

구윈 사상이라고 마할 수 있나 「f교는1 어느 변에서는 사연익 이 지 

애 순응펴고1 “사연 본성애 맞게 섣라(nalurιle convenienLer vive) ’ 

고 가닝~! 쓰토야(stoa) 펙파와 1ι셜을 감이하며， 또 어떤 면에시는 

è+ 스스로 욕망에시 온1전히 벗어나 무감정 (apatheia)의 싱애에 。L닉 

러 친성칭1 행복， 곰 해단(解[댐)음 얻음 것을 권y-하는 건_itLU뱀敎)Lr 

31 ‘유가는 똑같꺼 벼죄행위라투 원고와 피고 흑F 벼죄연과 피해인 사이의 인 

적 · 친분핀계， 신분싱의 싱<l"}핀겨1 벼죄 동/1 평끼、 싱걱， 주변 정황 등응 참 

작하。1 법해사과 헝의 직용응 달러한t+， "(o] 승판 F유가사싱익 사회철학직 

재소녕」 고려 ll]혁교 출파부 199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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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피쿠로스(타Jikurosl 악아악 교션괴도 뜻을 간이한나 

「「쿄는 어떠한 순자연석연 힘이냐 사시샤 노고를 지둔 。1 상으1 객 

럭이 시적고} 간이 。1 투어지가를 시대하는 ‘약한’ 심성을 경기1한나 

“ ;;-7든 기괴한 일 역지9뉴 얼， [사회질서등] 이지렴히뉴 일파 귀 
산[섭기는 일]이]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1τR [흔-1J홈L，jit: 돼i5gJ ， 

꾀îil~十→) 

게다가 유ι는 내에(來 111)듬 기매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뀐서1에시 

지션(포양)에 미무닉기닫 추f힌다 

“삶노 아꺼 일지 뭇8누더] 이싸 죽음을 일겠는가’‘(돼隔 _1. ~ÎL;隻 十=1

라는 공자의 만문 속에 이 갇은 사싱 읍 압축직으로 표현되어 있다 

내시1를 말란디븐 것은 사실상 검파 내음， 신체와 정신 육제와 영흔 

의 눈리 ~，1드얀 작아보 영흔의 목자적 존새를 선세하는 것인데， 유교 

톤 기본적으E 그 같은 이원은의 사상파는 /1 리기 멸디 

수신((Éf캉l ’) 곧 ‘몬을 닦는디디’는 섯은 도더작 Ò~~ 그이니까 균이 

말하자년 정신적’으E 자기를 개산란디는 뜻이지 목욕 S 잘 란디 

는 뜻이 아니다 ‘부유함은 겁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검 3 윤택하게 
한나[좁潤면 {휠}휩 ffJ" (C大學J ， (，명文 “釋~Þx，함")고 ‘ 폼”을 마할 때도 

‘비 응‘고l 낱이되는 폼‘을 누고 펴는 마。1 이니나 「f교는 사란을 누고 

비응 없는 폼1 폼 없는 미유을 마"1 시 않는나 비응 없는 폼은 시체 

(!.;體)시 인걱(人格)은 이나 1/"1 ， 폼 없는 비 응은 더 이상 츄지1 사샤 아 

니나 그러니까 이를데변 「「쿄는 이펀수익샤 이니요:1.엠나고 정선 

수의냐 물질수의도 아니나이 

“형지1 너이의 것음 일러 노(껴)라 하고‘ 헝애 밑바냉의 것을 입라 

기(옮)라끄 힌다’('周易J ， 擊훔 上 [ 二)는 f분이 유ι의 1ι섭l 곳곳에 

41 송영매 · 금정대 외，한끼유학과 러 시 철학J ， 예문시원 2000, 28면 이하 참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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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잔하고， 이를 바탕으로 19서l 시 후반 서양 퓨물이 민려뜯어 올 

때 ‘동도서가’(束追댄댐)폭이 부성했었시만， 도와 기 또는 조선 성비 

학의 핵심 수재 가운데 하나있던 이(포)외 기(氣)가 어떤 이애게 

있어서는 : ，.넣게 해삭펄 샤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대체적으효는 정 

~l- 닌-첸의 二f벨에 합지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옴욕 이워작으로 생샤하는 것은 시양 근대에 와시 그것노 

더l카브브직 전통의 늑생입 1파듭이Y.， 농시양음 막본하되 고대작인 사 

고의 대박본과 그려고 헌대직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입워본·적이라고 

보아야 한 것이 다. 유Jι노 그런 사상 가운데 하L.t다. 

유.HL7t 명빅히 꼼에다가 존재생을 박여허다 해시‘ 그펑다고 유교가 

불질주의 내지 불리주의를 표방하븐 것은 아니디 사실 ·불질주의’니 

‘불리주의’니 하얀 개념 자제기- 이미 정신 불채 이원관적 사고파 연장 

선 위에서만 기-능한 것이디- 존새하븐 것이란 오E지 한 기자뿐인rJl 

원쪽에 있끈 것파 오든쪽에 있r 것， 위쪽에 있쓴 것파 야려l쪽에 있끈 

것의 구벌이 어떤거l 있-S 수 있겠얀가| 유교쓴 오히려 사항파 사불 

을 쿠벌하고， 사불날에도 여 ι1 기치가 있듯이 사갇에게도 여니l 기-지기 

있다는 사-심을 인정하비 시싼뜰 시이의 차이는 목의 [모양이라든시 

크기라븐치의] 차이애도 물론 가인하시만 시~란익 기능 니l 시는 작꽁 

방식이 여，_. 울체와 차이냐는 데서도 기인한다고 본나. 이 기능 니l지 

작용 1상식을 우피는 ‘신(뻐)‘ · ‘π1.유’ · 영혼’ · ‘정신’ 또는 ‘이(포)’나 ‘도 

(追)’라피 부를 수 있을 것이나 시란이1게는 육깐으로 볼 수 있는 목이 

있고， 그 폼이 유직이는 시능이 있는데， 다만 이 기능이 한 게익 온↑빙 

이냐 하 그푸회 사과나무， 현，. 마?-1 의 개와는 그 방식에 있어시 다닉니 

까‘ 저것듣휴 묶어시 사H 또는 닝'~I] 라:π 입걷고， 이 관 ~I] 갚의 분농 

원리단 “관리‘’(杓理)라고 이듭 분인다면， 유Jι는 치라?-] 사럼- 픔의 :π 

유히 기능은 윈려직인 면 이 생의 것이 있다는 의비에시 그러니까 ‘비 

관리직.이라는 의미에시 이 기능에따 따른 명칭음 박여하다. 그렇다:π 

그것이 ‘선’이내 ‘정 ~l’이 낙자작으로 존재한다거나 ‘정렁， (해했)이 서l 겨l 

를 지매한디얀 것을 멸하얀 것은 야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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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쿄。II서도 “상지11U: 려)" 개년을 시집 펴고， 감자도 “하는[天]이1 죄 

를 지으변 벨 곳이 없나’‘(다빠홈d ， /\_떠 十~.)고 마한 적이 있으니 「「

괴。II도 최고악 힘을 샤진 ‘정신적 휴:지1자’로서 인총악 ‘인격신‘ 사상 

이 한유되어 있나고 올 수도 있겠으냐:'러나 이것은 옛부더 어니。II 

시냐 그 자쥐듬 복 수 있는 자연에 대후1 외칭심(쁨敬心) 이싱의 것이 

야니다:'i) 이 김은 외경심은 “잔~l무노후1 자는 꺼번 CJ:웹)음 멈음 것 

이다" “하늘이 무섭지노 않읍가1"라는 일싱 어 난에시노， 또후1 갓가 

지 무속(Æli;') ↑1앙에시노 엿본 수 있는 것이다 유 ]ι에노 분맹 이랜 

유의 자연 종 1ι의 흔직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라1.+， 유→1ι의 자연 이볍(냄낭)에 대칭1 겸외 사싱은 ‘서1싱 만사 L[ 

뉴 일이 인간의 의지내R 인간의 지혜~써 헤아펄 수 있븐 방식 Ò~~ 

신생되는 섯은 아니디’논 인간의 한계 자각을 표현하븐 것이지， 그것 

이 ‘그이니까 인간 위에 아띤 초자연적 인격제기 군린하고 있야 그가 

그의 새링에 따내 인간의 김흉화복 S 칭해 준디’논 것까지를 포함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자얀 인간의 생실에 띠내 자연의 이치기 

õ) 디른 해석 기능성 꺼소 ‘은윈적 존재인 히능은 민움g 디〈라고 치히의 모 

든 3 직임 g 세어히는 3?1한 존재이디 [ ... J 히능은 3 교 천통에서 항상 초 
월껴 궁→ 슨시)인 농시에 헌실 세꺼1의 강력한 「새자이며， 만분파 인간 슨씨 
를 선처]저。로 지배하든 슨시1"다(듀장티1. .유에의 사상파 의머11 ， . 예문서원， 
~()()(). lII(i-7';J) ‘大파 :rl 了외의 판거)는 使命용 Î-_-l!_ 그것음 받는 판계로서 

fL子의 엘생응 좌우하는 댄$;륭識 인에 t선잉이 논기] 사리침고 있유응 알 

수 있나"(김승해， 떳찌띔웠』 민유λ1. 1890. 136면) “지경[별쯤J，에는 만뭉 

응 주관'ð).는 최고의 쥬재무시 〈싱제[上帝l>라는 맘。1 30빈 이싱 사용되고 

있고，<치[天J>이라는 말은 이요마 훤써 [양1 no'먼 이상 사용되고 있다 치 

은 젠지와 간이 구체적인 지연 펴상g 기르키는 정우도 있고‘ 상주적 존재라 

는 의미보 시용되는 정우도 있다 기끼교의 시아 치상적 존재인 g시에 ~1 셔 

성음 깃추 l/_ 있뉴데 원래 유nI으} 상재외 전노 비로 그외 갚은 꺼성음 깃 l/_ 

있었。나 양대 성비학에서 그섯음 오해하었음 따큼이디1- _-1/_ 하든 섯이 전 î-_ll'

를 ?§한 일부 성호 화파 유학자능의 생 71 이다"(조요% ‘한며이] 있이서의 
유교와 /1독교의 만낚 현영학[외). ~힌끽 문화와 /1독교 융려』 문학과시싱 

λ1. 1886. 143면)_)_러냐 싱려악이 “X' 의 개님응 '~.해’했든 어쨌든 한기 사 
회에 판 영향응 미친 유교는 싱라학직 진흥。]며 」러니까 싱리학직으쿠 ‘이 

히)’년 “경「이 한국 시땀의 성정에는 맞았디고 충분히 믿할 수 있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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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다피 보았다. 

“사럼이 노듬 넓혀 가뉴 것이치‘ 노가 사럼음 넓혀 카븐 것이 야니 

디‘.‘ (+님， )、판따j효 ~~~Jt~Lι: "rii댐감ι. 衛뭘公 十-h)

14H 

: I패서 유교석 인간은 순자연적 선에게 객을 빌지도 않피 :Ãll 앙을 

악아닷라고 매낮리치노 않으며， 선되 (神즙굉음 기대하치노 않는다. 

“ 강자의 벙이 깊이졌음 따 자로(了않}가 [산애게] 기노한 것음 칭하 

였다. 공자가 물있마: ‘」런 일이 있있딘가?’ 자루A 대댐하이 망하였 

마: ‘있습니마 시도문에 이르기를 ζ하늘과 영~의 신에게 빅니마>라 

했습니t:J-，’ 공사가 맘했나 ‘」선 거:ç.라면 내가 /1 :ç힌 시가 이미 φ

래되 었구나 ”’ ( ~~{i~흠.1 ， 述 r 三十五)

“기우제를 시내면 비가 9，는 까한F 무엇인가‘?_l건 아무렌 까탄이 

없디. 기우제픈 지내지 않이도 비가 오는 것이니 \11 차가지다‘ ?!식괴 
윌식이 있 g 며1 01픈 제거허가 위해 제픈 올라고， 기꾀어1 가우제픈 지 

니l고. 식 g 낀 후에 나1시픈 검정히는 띠위의 인은 7렇게 해야만 얻g 

주 있기 띠문이 아나다1-， 일종의 문회 행위다 그래서 군자뉴 그것음 

일종의 문회 행위로 간주한다 그런데 백성닐은 그것흘 산동한 일로 

보뉴 것이나‘ 그것흘 문회 행위로 보1낀 길하지안. 그섯음 신웅 한 일로 

보머 흉히디‘"(r원+J ， 天떠) 

이 감은 예에시 보늦이 유Jι는 “사렘에 ?!- 임욕 다하Y. J 하늠의 뜻 
음 기다런다끼짧人事 f용갖命)는 정(敬)의 태노탄 성파하기는 하지만， 

키척(김힘)을 밀하지븐 않은디- 이 진에서 유교븐 침 q쿄 ‘이성적’이 

고 ·합리 적’이내고 밀할 수 있디- 그이니 합리성이 붓 내푼의 소1강어l 

인세니 부응하븐 것은 야니디 시l상에 자택으도 자신윤 구원할 수 있 

은 사강은 그떤개 많지 않기 때문이디 그례서 유교븐 ·서 1긴적’ 캉교 

내키 .11.디얀 ‘귀쪽적’ 령:교디.Q통- 사강날에거l 위안을 :추:븐 령:교i..'~키 

.11.디 r 특별한 능력이 있r- 사갇날에게 자기 수양 공부피 의의블 역 

신해는 종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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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냐 많은 사란틀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져냐갇 낌이 없는， 정 

마 어여유。” 시해 있을 때 시 석을 갇맹하고1 자시샤 행한 것 이상이 

라도 자가애게 수어지가듣 /1 꺼이 /，0펀한나 시석 간은 얀얘 확산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샤능성만으로도 시란틀은 위안괴 희맹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성렁 \1 1 펙리직이라고 하더라노 말이다 선비싱이 있 

는 종ι가 오히히 대중싱음 얻는 것읍 그 애문일 것이다 유Jι가 해 

주지 봇하는 이렌 부분욕 창1 」t 사람듬은 유 1ι가 노래하기 이전부터 

믿어왔던 무속과 건 ι에시 여전히 f했다 그리고 기녹jtL가 전파되변 

시 기녹jtL에 귀의하는 사람등이 갑속노로 승가힌 것노“시양 종→1ι 9l 
기녹→1ι에 대후1 ↑1띄감 탓도L 있겠지만， 너무1.+ 합리직 9l 유→1ι에 더 

이상 기댈 섯이 없기 때문이기보 할 섯이디 

란국 사회에서 기뜩교를 신앙하븐 사당들은 진전 많아져) 어느새 

기뜩교는 한국 사회 최내의 중교기 되었다 그례서 자연히 기뜩교 윤 

리 강령날보 한국 사회 윤리 형성에 중요란 요소기 되어기고 있디 

그런데 기목교기 기르치든 사탐디운 사탐의 이치 곧 윤리의 곤간은 

무잇이인기? 

2. 기독교적 도덕 원리 

유교적 윤리의 곤산을 「오경(五표) J 파 「사서(四멸)J 에서 찾S 수 

있디년‘ 기뜩교작 윤리의 곤간은 「구악(쏠~"j)J '신약(켜i~"j)J 등의 [성 

서(뿔멸)rl 에서 찾S 수 있을 것이디 물은 구제적인 윤리 강령파 더 

되듣이야 이런 경진애만 재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총교의 체지1가 

완성되어 샤는 고1 정애서 냐니난 여러 쿄이 쿄산에서 더욱 더 특수회 

된 것이겠지마 마이나 이 점을 깎안하면서 。1 자이애서는 머저， 감 

나운 인간 팽위에 대한 딩위석 큐정이 듣어 있는 성서 G)의 여랴 대옥 

을 얀별하고， 이것듣의 한츄을 응1"1 해 갱 A} 

GI 인용은 『공S번역 성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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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회는 부보픈 공정히여라‘ 7래야 너희는 너희 히L_닙 야패꺼]서 

주신 앙。1]서 오래 살 것이다 잘언하지 뭇한다 산읍하지 R한다 노둑 

질하지 뭇한다 이웃애케 란띠한 시짓 숭연음 뭇한다 네 아웃의 집음 
팀내지 뭇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넘종아나 여종이나 소나 나사 한 것 

없이 매 이웃의 ;ι유는 무엇이든지 당내지 못한냐.’ (출얘굽기 

20:12-17) 

“너힘는 부모를 공경하이라 너힘 하느닌 야훼의 운F 다 」례야 너 
희는 오래 산 것이다. 너희 히L_념 야패꺼]서 주시는 땅에서 삭 판 것 

이다，"(신명시 5:16) 

"0] 비픈 공정히는 시받은 지가 치식듣에게서 기뽕g 얻고 7기 기 

구히는 것 g 주님꺼]서 듣어 주시리라‘ 이 èl1든 공경히는 시란은 오래 

살 것이며 주님께 순종δ누 사링은 이미를 평안케 한다 하인이 주인 

g 선기듯이 지기 어버이픈 선 꺼 것이디」섭회서 3>1-7) 

j‘농꽉에게 앙섬음 품이 원수를 갚지 말J 네 이웃음 네 옴치럽 아 

껴라，"(레위기 19:18) 

“홍융하게 뇌띤 될수록 더유 더 겸손하여니l 
니1. ,. (집회 서 :ns) 

쥬님의 은좋음 받ρ 띠 

“가난한 사랙에 711~ 후하케 하이라 」러변 주년의 

띤으리라，"(죄회사 8:32) 
강"91-한 축복을 

“원수픈 시랑히고 너희픈 년감n히는 시판듣g 위히여 기도히여라. 

7래야민 너희는 히눈에 계사 이버치의 이틀이 펀 것이디‘ [." ] 너희 

가 ;;<]71픈 시랑히는 시탐듣빈 사랑한디면 누슨 상g !간겠L. L.11 " (\1]태 
φ. 5=44-46) 

“ L]회뉴 님이게서 비 니l뉴 대로 님이게 해 주이 미 "(마티1오 7:1:! ./ 

두기 (ì:311 

l :í l 

기독교의 

마찬가지로 

인륜(/、倫)이l서도 부모에 대한 감경， 효(孝)는 

녁복 증의 첫째이다‘ 그뿐만 아니라 71낙교의 

유교에서외 

그 외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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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요이 강령듣의 니1 용 또한 열핏벼이 「「쿄의 것괴 R게 나프시 

않나 그러나 이런 /1독쿄 윤이 강령듣은 모누가 'Öl ~~뉘의 마씀‘ 니1 

지는 ‘하L임의 。l :c임의 마씀’으로서 사란듣애게는 이듣데변 기1명(뼈 

命)이나 ]이고 이 기1병듣은 :1. 준수익 대샤로 순자연석연 진능으1 

위격(이↓êr， Person) 9l 선이 커다란 복막음 “약속’ 히 일종의 겨1 약의 

항목등이다 이랜 점에시 기녹Jι의 윤리셜읍 초자띤주의직이라 규정 

한수 았다 

가녹Jι 윤리 강랭닫읍 초자연직 9l 선이 내려는 무시운 밴을 변하 

고 복을 벤기 위해시는 피소닌인 사멤등이 따라야만 한 선이 성칭1 

윷볍(律쓰， Torahl이거나， 일정히 조간을 충족시킨다면 f에주에 의 

해 커다란 상당 3 받S 수 있디든 ‘복음(c멈터， EV8J1gclium)’인 섯이 

다 그이니까 기뜩교 윤리 강령은 신이니 신의 내생자기 인간으E 하 

어나 준수드록 규정해주는 L빔직 곧 타융’( (1ι律)이디 7! 

1) 상밀(열뽑)이 따르븐 타융적 윤리 

기뜩교의 기르침에 따르번， 사당이 사탐 Ò~~서 마땅히 지키야 할 

도이인 요이는 사란틀익 사연 본성에서 저철로 우리난 것이라가갱나 

는 “'Öl 2: 낚아 남부하신 것”이나 그런데 시란이 비땅히 샤야 할 김 

[1 바i ì:!l을 지1시하고서도 úl~ 임은 사란틀의 싣천 능랙을 ]나시 신뢰 

하지 뭇해서인지 시란틀이 진정으로 누이고 싶어하는 객라을 상으로， 

사란듣이 강Y 애 떨 만듬의 거수를 벨로 멋붙여 마한나 8: 

“니희뉴 내가 세워 「뉴 냄용 실전하여 ι) 내가 정해 7는 11 정음 

71 ‘ 7 약의 윤리는 자읍식인 깃이 아니라 9 히려 」 따대나 "(Th. C. Vriczcn 

.A.n Out!ine of O!d Tcsrament ηIcology， OxIord: Dasil ßlackwdl, 1966, 
]).3161 _l라니까 」깃꺼 션의 이님에시 출받하。1 연간의 이싱응 두대무 j자 

융’적 임리픈 징럽히는 7딘 시상이 이니다 

íl) K. H 페뀌게 (Peschkel 서， 낀감후 역，그다1스노 윤미화 재2차 바니칸 

공의희 정신에 의힌 까돈릭 윤리산학 제1권 11:* 윤리신학，( C11RISTIA1V 
ETI1ICS: Moral Theology in the Light of Vatiαl!1 IL llo{umι l 
General ~\1，α '([1 Theo!ogy, 외cι stcr and Dublin 1886) 분P춘핀사， l G90, 
‘세3장 A. !L상 맺 정벅의 요인듣‘ (81띤 이히)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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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매 τ니l~ 산이라. [.“] 너희는 Lll가 정히 주는 규성괴 Lll가 세워 

주뉴 법음 지켜야 한다 누구「지 그것음 실천하1，2 살 ιJê.l ’(ï'1]위기 

18>1• õ) 

“ LJ희뉴 니회 하느념 야훼1께서 내 ιl 산 닌부른 민-두능 성섬껏 지켜 

야 한다 오든간rr 。-로~ 완:‘↑。로JL λ] .'j'지 1 ，2 안 된다 니희의 하느님 

야휘l께서 뇌부해 주신 갈안 따띠 가야 하다 그래야 니회뉴 행 꽉하게 

설고 질 됩 깃이내， 너회가 차지힐 영에시 <;J.리) 실 것이나. 

이깃?- 너회 하느낚 야훼께시 분부해 주신 계명에 띨런 규정이 ~. 

법렁이t:J-. 하느넌께시늠 나[오세]에게. 너힘샤 건너 가 차시힐 땅에사 

이것묘 지키도옥 너희픈 기르치라고 히섰디‘ 이는 너희보 히여갑 너희 

히」닝 야훼픈 경외히여 Lll가 오늘 지시히는 7의 규징꾀 계냉 g 지 

키게 히려는 것이다‘ 느t한 너와 네 ;후손 1:11 니]~ 펑생보옥 。l픈 지켜 

오래 살게 하껴뉴 것이다 [ ... ] 성섬껏 그대로 실전하여이 그래야 니 

의 선조날의 하느님 야휘l 꺼서 니희애케 약악해 주신대로 젓과 꿀이 

흐브는 땅에서 삭 되어 =1.게 낸성히려라.l진벙기 3:32• G:3) 

“니회가 만일 니희 하L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음 까띄아 늠이. 내 
[모세]가 너회에게 내려는 」의 모든 벙랭응 성심껏 실전하연， 너회 

하느년 야훼께시늠 영 위에 시는 따빅싱 위에 너회를 깐이 주실 ;갓이 

t:J-. 너희 하느년 야훼의 만쓴응 순종하기만 하면 나육과 같견 온갖 복 
이 너희픈 사보잡g 것이디‘ 

너희는 도시에서도 복g 반고 시곤에서도 복g 만으리라， 

너희 끼의 소생괴 받으l 소출'.괴 소 새끼니 양 새끼 할 것 없이 너희 

가측이게서 난 믿+ "， ++ 새끼가 박음 받。피 ι1 

니희 광주ιl 외 반죽 그릇이 늬음 받。피 ι1 

니희븐 닐이외노 석음 받 1 1 나가노 적음 받。 ι]'-'1 
너회에게 달려드는 원수듬을 야훼셰시 쳐?수어 주실 깃이냐. [ ... ] 

야훼께시 명렁응 내려시면 너회 창고와 너회가 슨응 대는 모든 일에 

복이 벽치매라. 이렇게 너회 하느념 야훼셰시 너회에게 주신 땅에시 

니희뉴 되음 받음 섯이다’(산병기 æl-tSJ 

“」러나 너회가 너회 하느낚 야훼께시 하신 망쓴응 듀지 않고 내 

[요새]기 오늠 너회에게 지시히는 7으].'I!.든 계벙괴 규정 g 성심껏 신 

치히지 않는디띤 디 S괴 간은 F갖 지주기 너희픈 시~잡응 것이디‘ 

너희는 도시에서도 지주픈 !간고 시길에서도 지주픈 !간으려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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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굉주랴약 빈슈 7듯이 지주은 반으랴라 

니의 폼애서 티]이닌 소생파 받의 소중A 소 새끼와 영 시)끼가 틴두 
서 f를 받。 ι] 이 

너희는 틀어약도 지주든 반고 니기도 지주든 반으리라 

야훼깨서는 니희에게 서 F등 내며 니회가 손음 대는 tR; 일용 뒤 

엎。시이 두1죽바죽이 되게 하실 것이다 딩산용 서 111ι1 ， 1. 뭇학 짓흔 

한 까반에 마쥐내 너희를 쓸어버리시려니， 너희는 이내 망하고 막 깃 

이나 야훼께시는 너희까 듬어가 자시하려는 영에시 너희무 하이금 연 

냉에 7'려 픈정나케 하고 마실 깃이나 [. 1 너희 사치]는 온갖 공풍의 
시)외 땅의 짐승야 기다1낌 없이 뜰이역。다1 니l ’(신명기 ~K:15-~(il 

기뜩교의 윤리 지침날은 사탐이 보덕작 Ò~~ 자융작이지 못하디튼 

것 S 전세하고 있디 디든 란편 Ò~~ 사갇의 자유의지를 승인하연서 

.'c.. 말이디 게디기 사당들의 실진 능랙에 내해서도 회의적이디 그 

매서 자손애까지 이어지는 상멸을 걷고 선행을 채난한나 

“니든 싫어히는 久 에 서]는 이닝1의 최픈 7 ??손 심 "ll 에까지 갚는 

다 그러나 냐를 사팡하여 나의 명명음 지키는 사램에게는 그 후손 f 
션 대에 。l 긴기끼지 한걷같은 사땅음 버]둔다’(중애퓨기 ~O: 'j-(i) 

힌 사람의 행위에 대후1 생번이 푸손에까지 미젠다는 것읍 입l종의 

연좌처1 (i볕￥때U)이끄， 또 조싱 증에 선행을 히 자와 악행음 후1 자가 

섞여 있음 칭우 소싱닫 L〔두가 선행만을 후1 가문읍 야마노 전무승1 

티인대 실세~ 후손에 내란 상낼이 어띤게 정해실지 톱시 g나한 

일지깐 자석 S 길이 사당들의 생실을 바~상얀 섯은 눈냉 효파적인 

방빔이기튼 하디 

아니1 한 윤리 교육은 이썼든 사갇이 보더적으E 개선필 능랙을 기지 

고 있음 S 선세하얀 섯이다 왼쇠에보 불구하고 사당어11711 븐 보덕작으 

E 필 수 있든 “산여 능랙‘'9)이 있디고 기뜩교얀 파얀 것이디 그렇기 

애 'Öl ~~뉘끼1서 기1멍을 니1 려 훈육애 냐서는 것인 것이나 도막석으로 

QI 나학진， /1독교 윤리학，. /1독교벙송 선학총시 5, 한만출핀사 1883. 142면 
치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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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진허 무능한 자애게 율법 하벙고} 상벨 지1 시샤 무슨 i집이 있겠는 

가1 

“내가 오누 니희에게 내이뉴 이 법은 니회로서 엄두노 내지 뭇한 

일이기나 미치지 뭇한 일은 아니다 [_ 1 그섯은 니희와 아 7 가끼운 
공애 있다 니희 엽이] 있，，_ 니회 마음애 있이서 하며 -l/_딴 하1선 언재; 

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벙기 30:11-1,1) 

“한 저유에 주민께시 인간응 만드셨응 때 인간꺼 자유의시를 갖P 

곡 하셨나 니]가 마음만 며으면 계 "ð응 지길 수 있으며 주민께 응실하 

고 않고는 너에기] 달려 있나 주뉘께시는 니1 앞에 분과 뭉응 놓아 주 

섰으니 손g 이센쳐 네 ll]--~ 매보 택'0]-(겨라 사맏 악에는 생벙꾀 슈S 이 

놓여 있다 어」 쪽이든 위히는 ll]보 반 g 것이디 "(십펴서 10:1-1-171 

시란듣애게 도막적으로 개선될 여시샤 없는 것은 이니시마，.랴냐 

사란의 니1섬 1 사연 본성은 악애 흠백 젖어 있어서 또는 납본적으로 

‘약으로의 성행성 "10)을 샤지고 있어서 :1.로부더 쉽게 벗어나지듣 못 

히다 

“참。 로 사럼음 더런히는 것은 사럼에게서 나오뉴 섯이다 안에서 

냐9는 깃꺼 곤 마음에서 나?는 깃인더] 유행， tr. 끼질， 살인， 간음 단 
욕 이의 사/1 벙당 시가 증싱 교만 어러시음 같F 이러 까지 악힌 
생각등이나 이렌 이한 깃듬꺼 모두 인에시 1-1와 λ}란응 더렉힌q ’ 

( "1르코 7:21-2.3) 

，.내서 시독쿄 윤이 강령은 어냐끼시냐 -01 느낚。1 냐 ]의 대행자가 

받하는 “병랭”이고1l 〕 J 사란은 :1.것을 수행함으로써 볼록 충남한 벼상 

이야 만겠지마， 어쨌든 : ,- 벙령의 준수듣 악무로 갖는 자이나 시독 

쿄 윤이는 이런 의미에서 ‘악무익 요이’라 할 수 있나 시독쿄으1 샤프 

1II) E 딩린탠 가ι 니 (κιcl기씨li…inl니l L<이m (;써a…11며dner).’ 『성서저 신ÓJj파냐 入사F회융이Jλ(Hiblica 

Faωω11씨l“서l시끼hoαmc.πr얘u;씨(““;ial E시싸ìlC잉인] 。아l희숙 역’ 종로서 껴 J,If);i. J 7:l띤 참조 

111 맥봉매기끼교 유리 J ， 양보서적‘ 1987‘ lë띤 이히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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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대로라면， 윤이샤 윤이인 것은 ]것이 사란악 잉심의 ~_:이이 /1 때 

문도 이나요1 대기}의 사란듣이 ，.펑게 f생 01 시 때문도 이나요 시란이 

스스로 서1 운 이상이시 때문도 이니요， 익로시 하느뉘이 벙랭한 마이 

11 때문이시〕끼’ :1. 병랭이1 객총해야 하는 것은 내조물인 사란이 창조 

주의 뜻에 암악거1 되기 위칭1 책무이다 

2) 뀐서1 작 / 내서1 작 타녁 f워의 종 1ι 

가녹→1ι의 →1ι 설에 따닝 I면， 사멤응 자연대보 내버리두면 경」r 익에시 

헤어1.+옥 수 없는 슨재가다 그래시 기녹 ι는 ，，1 요하 띠1 센1 언제든지 

기직노 일으죄 만큼 강대칭1 휘음 가진 초워자의 위막을 내에위 하]二 

님의 기르침에 띠내 살 섯 S 강요란디 그러고 그 꼬상。도 그 자신 

파 그의 자손 수진 내까지의 현세적 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내세의 

‘영원한 생 1성”까지 익속란다 물은 이섯은 탄두 자택。도얀 아찌할 

방보가 없톤 기런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뷔한 방빔이디 

“예수께서 이렇게 믿성히섰다 니는 분벙히 밀한다 누구든지 니든 

워히여 또 복S g 위히여 집아니 형게니 지미내 어 l 니니니 이버지냐 

지니니 노지픈 버린 시받은 현세에서 맥히)도 반겠지민 십괴 형제약 

자새외 이머니외 토지의 축브노 백 비나 받음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 

권한 생명음 얻용 섯이다 "(u}己난 1II낀)-:j()) 

그라1.+ 어느 성노가 하느님의 싱음 벤기에 합당후1 수준의 녁행 9l 

가의 꾀성읍 오로지 하느님만 승1 수 있는 것이F 로， 누가 진정으보 

구원 S 받S 섯인기보 오E지 하느님깐이 얀디 어썼은 하느닌은 

“각 사라에기] 사시 행설대우 각아 주설 깃이고 」 시양하는 내에 

따라 공적 g 판난하석 것이디 "(집펴서 .35:~~) 

12) 원터 까이저αV따tcr C. Kaiscr) , "7-약싱경윤리 ， (T，αDClrd O!d T estament 
Ethics, 198.:n, --g용퓨 역 1 생 L성의믿성시 1990. 101띤 꺼: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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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 '--념이 니l 런 :1 판단의 걷고}를 시싼의 지혜로써는 이투 다 
헤이런 수샤 없다. 그려나 “원수까시도 시렁하라”고 샤프진 예수의 

교선로 볼 때 승l~:념은 시 랭 :1. 자체[이가페 agape] 이피， 따라서 만 

물을 나 사렁하니 모든 시싼애게도 →필요에 LCt라서는 석딩한 검-파 

(補隨)의 기회단 순 후에 그펑거l 한지는 A’-닫L.~) 경 -j~은- 은층을송 내 

펠 것이다. 이것이 아마노 하느딛 사랑의 복전입 것이다. 그러내 만 

약 하느딛의 펴소관에 대한 사량이 무후|힌 것이고 그래시 무자별적 

인 것이라면‘ 하〕二념의 애당초의 약속‘ 곰 /션행에는 싱음 주고‘ 비행 

(非行)에는 번윷 내 è1 겠다는 약속은 어느 성노 ‘1ι육직 효과릎 거뇨71 

는 Lf.닝~Lt， 석성 은 엄포에 관-과한 것으로‘ 능녁-직으로는 무의미해지 

고‘ 그떤기 때문에 무치벌적인 사방 FE은‘ 한 걸음- 디 니아기 탕자의 

비유{루기 1~: 11 이하)에서 .!l.핏 봇펀 자식을 디육 디 사란하r- 야벼 

의 마음-파 같은 역차별적 사량은 .!l.기에 띠 내서븐 ‘불합리’하디 해야 

할 것이디- 그이니 이것이 절대자의 사랑의 신비이고‘ 이 같은 ·끝없 

끈’ 사량이야밀도 그것을 빈끈 이에거Il~' 죄고파 워언이고 희 l iÌ이 아 

닐 수 없디 

3) 껴→편석 익부의 도막 

기독쿄 윤이 쿄신애도 받은의 정 신은 뜯어 있다. 은혜에 검-담해는 

인은 사란이라면 η1x당히 해야 해는 인임에 늘펌없는 것이다. 

“네 마읍을 다하여 아111 를 J-갱하 1 1. 니른 당Q실 때 겪은 이미의 
， 1.동음 잊지 말아다1 네카 세상애 헤이닌 것은 부F님의 덕댁입음 잊 

지 말아니l =1능의 은덕음 네가 이떻게 믿 엇 。-로 깊;음 수 있겠느냐'/" 
(죄회시 8:27-28) 

기득교의 윤려적 훈;rE에서보 .!l.은은 무사할 수 없븐 충 9한 ~l소 

를- 이룬디- 그이니 기독교 윤려븐 .!l.은의 도덕이내기괴디 r- 앞서 밀 

했듯 차i..'~리 의무의 도덕이디 니에거| 은혜를 베푼 이에개 되갚얀 것 

은 눈냉 pl 덕이지만， 그것은 직집적인 ·주고받음’의 행티l릅 고착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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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피， 이것은 사싼뜰익 행뷔 잉상이 친￡ 관게이l 따라 닫라지게 

만든다 : 1것은 사란틀을 혈연(血隊) . 지연(地隊) . 학연(學隊) 등의 

인연에 매이게 한다. 이런 관개 맺유 줌에서 λl혜OíIT忠、)는 이루어지 

기 π1.띤이니 마이나:1.라 Ll 예수는 낚에게 좋은 인 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치 말라:π 가낮젠다‘ 그러니까 은녁닫 입은 자는 그 은녁음 되 

갚아야 한， 자71에게 은헤란 비l분 자듣 암지 봇허다. 그러q 은허l에 

보답한 준 아는 것이 인간의 노리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넙?!~ 것인 

가? 내가 남의 노움윷 반아 삼j1 있는 만픔 노움음 핀요츠응 하는 이 

에게 노움흩 주변， 그것이 공 l-t에게 노움음 순 이에게 되갚음 하는 

입이 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노움 받은 잊이 입찌이 없었다 하더라 

보 보움이 필요한 자에게 보움을 주년‘ 내기- ;rE 응이 필R할 때 내기

이전에 보움을 준 바순 그 이기- 설령 니에게 직집적으F 뇌갚지 않 

얀디 하디내보 누군기가; 또븐 하느닌이 알아서 갚아 줄 것이디-

“지선 g 베플 때에는 오른손이 히는 ?ig ￥1속이 노브거] 히여 7 

지선묘 순기 ~ 1:.어라 Î. 긴，1 면 숨은 인도 보시는 너l 이버지꺼서 갚이 주 

실 깃이 다:'(마대 φ. 6:3-4) 

인단 하느념의 권우}를 만아들이피 나변， 선행은 브려넨 필요도 없 

피， ←←이냐， 드라니l변 : 1. 선행은 이미 선행이 이닌 것이 되파 , 인연 

관개나 친쏘 관끼를 따칠 것 없이 섬시어는 원수에게까지도 누 

구에게나 피듀’- 해야 하는 젓이다. 누구이1게나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비땅한 의무다. 

이러하 보핀직 의무 윤리야말로 충분히 사회 윤리의 보[H릎 이룰

수 있다. 사림과의 관셰에시 사람마다 어떠 사캠·이 그에게 무엇음 어 

떻게 해 주었는가에 따라 대웅하지 않고‘ 사엠-이 어떠 싱황에시 어떻 

거l 하는 것이 사람으로시 해야 한 임인가 만욕 삼펴 행한 띠1， 보편직 

인 사회 윤리는 싱핍렌- 수 있으나 말이다. 그리꾀 기녹Jι Jι섬은 이 

것음 가능하거l 하다. 

그ιl니 남에게 좋은 일윤 행한 자기- ’간약 선광한 자에게r- 빈느시 



한국 사회 윤2.1 형성의 요소들 l :íH 

승]-:=:되이 되걷이 준다는 번유 때문이1] :1.러한 언을 행하는 것이라변， 

이 역사 인종의 기페이피 /]독교이1 서 윤야관 더 이상 선의 퓨지1 가 이 

니라 이(;fll)의 퓨재다. 그래서 저 ‘번유’， 다λ] r;r해 껴→상이l 데한 기대 

가 약화될 때는 선팽의 추진랙 또한 약회될 것이다. 이러한 시내는 가 

팍Jι 윤리 jι섣。l ‘윤리직으로. 온1.결작이 7] 봇힘음 말힌다. 그렘에노 

노녁직 섣견 능팩이 그다지 묘지 봇힌 사람갈에게 석대자에 의후l 행 

복의 보상은 매우 른 수1천 농7]릎 부여하는 것이기 때분에， 기팍Jι의 

가브힘은 집제에 있어시는 오히리 효과 있는 윤리 교육본-입 수 있다. 

3. 공리추의직 ·도덕’ 원리와 물리주의 

유Jι의 윤리와 7]낙Jι의 윤리는 각각 인간의 자연 본성과 초자연 

적빈 션의 겨l멍에 기초하j1 있다. 그렇기에 유‘1ι 윤1:'.] 원려는 그 아 

에 근본직언 분제둡， 곰 과연 자연 본생이라는 ‘사섣’이 사집인지， 섬 

렁 사선이라고 한다면， 이 u] 사집빈더l 눔이 L샤위듣 거본-한 편요가 있 

는지 웅의 분처l듣 숙제로 갓는다‘ 기녹jι 윤리 워려 역 시 초원자인 

‘신’의 존새에 내한 팩고한 빈음을 선세하고서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디은 것이 문세내년 문세디 그럼에보 불구하고 양자피 보덕 원려 

와 시l 칙날은 일년 .!2펀성파 절대성을 갖끈디 r- 진에서 μ1]우 장랙한 

강세력을 기-지고， 그렌 한에서 사강날 사이의 사당디운 질서 원리 곧 

윤리쿄서 권위릅 지년디 그샤니까 이 두 보덕 원려 충 하니기- 원려 

쿄서 작당하얀 사회에서끈 적이도 도덕 원리상의 혼란은 없디-

: 1라 나 유교 도막 원간~9] /]독쿄 도믹 원이는 구체석인 윤이 강령 

들의 유사성이1도 불구하피 매우 상이한 인간관 · 세개관 워애 서있 

다. : 1. 링 기 때문애 이 양자가 동인한 사회에서 원이효 작동할 때는 

적지 않는 원비상의 혼란 니l지 충뜬이 생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의 상반된 원피를 가진 이 누 윤미 체개와 강t썽을이 한국 시회이l 

서는 부분적으로나n]. 동사이l 작동하피 있으니， 이것은 얘우 신기한 

입이라고 당해야 렌- 정노이다. 후1.파 사회에시 사람윤의 보편작 노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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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준이 부심하다피 한다변， 이련 ;신기한‘도 ~1. 원인 풍의 하나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라나 이것받L'}도 오는년‘ 한국 시회의 껴→ 

편적인 윤피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은， 다픔 곳에서도 η1-잔가 

지겠지만， 삐픔 -약도호 확산되고 있는 감비주의석 λl취외 불비주의적 

추서l다. 

1) 공려주의작 노녁 워려의 공허생 
공려주의는 여러 까지 옷음 삼아입으면시 q따'L.t 헌대 사회의 윤 

리직 보대탄 가정 주J 섬명해 주는 이본인 것처덤 서|셰 곳곳에시 샤 

장음 받고 있지만， 그러q 어떤 색깜의 옷으로 바꿔 입던지 간에 공 

리주의얀 걸국 ‘이익’파 ·선함’을 흔당하거니 등일λl함 o_~써 보덕적 

가치인 ‘선(좁}’윤 상대화하고‘ 이것은 마점내 윤리 자체블 무효흐 ’간 

뉴디-

한국 사회에서 공려주의꾀 팩산파 그 폐해븐 그 주의주장 자체의 

내용에서 키인하끈 번도 있고， 거의 일상화펀 영어 벤역 개념 사용으 

순 인해 ‘이빅’파 ·선함’이 교환 기-능한 개념이 되어기고 있얀 1'11서보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랭 ‘good'은 ‘선’이자 ‘좋유‘ · ‘이 익’이 IJ:l, 
‘public[common] good'은 ‘갇익‘(公益)이 자 · 강감선‘(公겠혹)이 다~ 1, 

래서 ·좋유’ 니}시 ‘이익’ 인반은 ‘선‘ 인반고} 동인사되피선‘은 한난 

‘좋유‘이나 ‘이익’괴 간은 것으포 여시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1'-]났다 

~?렌 동깐 시 싼들은 진(員) . 선(혹) . 11l(美)를 최피의 가치로 인정 

해 왔다. ‘최피의 가지’란 분자 ~ 1，대로 ~I 이상의 까지는 없는， 그러 

니까 상극의 까지릎 말히다‘ 우려는 진?.]릎 왜 추f하는가? 그 이유 

는‘ 오보지 그것이 친려이기 띠l분이다. 우려는 왜 션필수 추→f하는가? 

그 이유는‘ 오로지 그것이 션이기 띠l분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친러단 추f하는 것은 꺼려가 빈간 생황욕 윤텍하거l 해 주기 띠l분이 

라거나‘ 우려가 션욕 추→난하는 것은 션이 인간 생황에 섣시듣 주어 

다수의 행복음 보장해 주기 때분이라낀 한다면， 꺼리와 션의 가치는 

디 이상 최고의 기치기- 아니껴 ·윤택한 생-현’이q ‘디수의 행복’에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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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해는:1.것뜯을 워한 수단이 되는 가지인 l(}류이다. 이닿게 되면 

선의 상뷔에 ‘이 ‘ CtlJ)라는 가지가 있는 셈이 되피， 그래서 이 ‘이’가 

최상의 가지가 된다 :1라면 본디 선약의 가지 문재여야 할 윤펴 도 

더의 문지l는 걷국은 이해액11휴) 관개의 문제로 환윈되고 만나. 오늪 

낮 광은 사람등이 사회 윤리의 분저|듣 사회 성의의 분처l로 바꿔 생 

샤하는데 이것은 은연풍에 공?-1주의작 싱량이 얻마나 입까화되어 있 

는가픈 여섣히 보여주는 즘화다. 윤려는 어마까지q ‘언깐다움[人샌]' 

의 표생인 선 자씨의 가치 석한에 있는 것이지 히냥 공정하 이익 분 

llHl-} 다수의 ‘행복. 츄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림-둡이 i’-여 사는 곳에는 어디시나 이해의 충살이 있71 마련빈 

더l ‘ 이를 기-능한 한 많은 사감날이 등의할 수 있븐 방식으도 해걸한 

디년‘ 그 방식은 많은 사당날에게 꾀당 ‘합리적’인 것으~ 받아날어진 

디- 이렌 관진에서 .!.J_년， ‘최대 디수의 최내 행복’(thc grcatcst good 

of thc grc<'l tcst numbcr)띄 원리를 내새우븐 공려주꾀븐 기-장 많은 

사강날을 만족사치고 그려l서 기-장 많은 사당날도부비 치치를 받을 

수 있디 r 전에서 분냉 ·합리 적’으컨".. .!.J_일 수 있디-

: I라나 울폭 이때 ‘최데 다수‘외 -최데 팽복’을 어떻게 어떤 항무을 

가지고 누구를 풍선으로 꽉량할 것이 H↑ :1. 꽉량의 사정을 언재로 잡 

을 것이냐는 사싣 난지l 풍의 난제다 오는 우비 I}족 모누01↑게는 좋은 

것이 후온 10데 모누이l 게는 Ll괜 것인 수 있피， 시금 다수의 서울 시 

란에게는 좋은 것이 간은 시각 여녁- 지방 사란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고， 으는년- 다수 한국 사란에게는 좋은 것이， 니l 인의 다수 인본 사 

람에게는 나쁜 것입 수 있고， 오듬의 미파 사람-듣에게는 냐쁜 것이 10 

년 후의 남미 사람-둔에게는 좋은 것입 수노 있으나 말이다‘ 히 예보， 

진봉직 겸처l학 (economy)과 최근 자주 거본되는 생태펙 (ecology)회 

주의 주성의 자이노 잊꺼 본진작 <:;1 것으보 보이지만， 수l 생 양자는 똑 

걷-이 공려주의릎 그 성당화의 근거로 섬고 있는 것으로， 그 자이는 이 

익 셰산의 범위와 시섞에시 비풋히 것입 t다듭이다. 이렌 분처l섞욕 

자체 내에 기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썼늑 공리주의기→ 사맘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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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견등을 조정하는 데 상당히 효괴 석인 망식을 재강하고 있는 것치 

렌 ?닦아는 것은 사실이나 

，.랴냐 감이수의는 사회 윤비를 정립 0] 는 데 있어서는 석시 않은 

장애가 되고 있는 마，.것은 나류이 아니라， 강이수의가 송국석으로 

는 션의 가치듬 이익의 가치에 종속시겨 노녁의 문제닫 이익 분ilH의 

문제보 전환시키1， 거1다가 가치 싱대주의듬 일바화시켜 노녁 생매주 

의듬 소생하기 미1문이다 이 점이야말보 공리주의 풍소가 닌려주의와 

더관어 오늘납 노녁의 문제튼 유야무야보 만드는 주 요인이라 하지 

않음 수 없다 이듬 칭겨1하기 위해시 일찍이 공자는 “눈자는 무엇이 

의보운가에 마읍"'，피 소인은 무엇이 이익을 가지다주는가에 마음쓴 

다·’( f짧뜸" 별仁 十六)고 ，，]작하년서 。1 약파얀 I디든 의 -~-g 을 말했 

고 맹자 역사 양 혜행어1]71] ‘행은 하필 。1 익을 말합니까‘/ 오흐지 인 

의(仁義l기 있을 뿐임니다·’( f굶子』 껏惠τ ~. -1고 말하연서 이약 내 

신에 신의 기치를 춘구할 것 S 족구했인 섯이며 /{:.신 사내 란국 사 

회톤 ‘ 의도웅이란 곧 이먹이다·’(義利ill: '똘子J ， 표編 ~.I든 묵기류의 

기치만S l배격했인 섯이디 그런데 오늘날아니1 해서 공리주의작 원직 

이 어떠한 사회 요이익 도rl] 샤 될 수 있을끼? 

2) 물이수익 사회얘서악 도막악 무악["]성 
19세시 중반이후 세상의 많은 사란듣은 정신 · 영혼 · 마유의 지위 

를 더 이상 인정 0] 려 하지 않는나 “영혼 없는 영혼록’‘ 1 닫 “미 유 없 

는 섬이싹"(Psychologie[Seelen1ehrel ohne Seele)13)이 받산되고， ‘의 

식은 두뇌 과성’메이라는 딘리주의작 워직이 주장인 이래‘ 현대 9l 듬 

은 ‘성↑1’ • ‘명흔’ • ‘마음[心]'， ‘자아’ • ‘ ~l 격’ ‘의식’ 따위는 닌리직 언 

어보 1서역되지 않는 힌 지시하는 바가 없는 것으보 지부힌다 

1.3) F. A. Lange‘ GeschÎchte r1e잉 AJaterÎalis1nu.s lmd l{rWk seÎner 
Hedewung in d끼 r;εgenwarl， 1써lohn / Leipχig 1Iì(i6, Bd. ~， S. :jKl 

141 U. T. Placc “ Is ConCÌousncss a Drain Proccss?'’, in: ßritiS'ch Joω'11m 

qf T .sychalagy, .17(1950), Pt. 1, pp • .1-.15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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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없는 물이수악， 나시 마해 세상 마물의 tf본 이치를 물이석 

니1지는 물이파석이라고 냉는 견해는 악딩 인간에게 자가 윈얀(causa 

suiJ 적인 사유(目버)를 인정하지 않고:1.애서 사란틀 시。1 악 관개。” 

서도 당위를 허집 지 않유으로써 걷국 도막이 산사이듣 없애마련나 

딘리직 t겹직에 따라 만딘은 운농하는 것이1， 바위와 소내무 사이에， 

사과è+무와 까지 사이에， 개와 개 사이에 당위가 없y_ 윤리가 없는 

네‘ 야무랜 자유보운 의지è+ 의사(유범) 없이 똑 갇은 자연 법직의 

지 ilH 넘어1 있는 사멤닫 사이에 어떠 종큐의 당위， 윤리가 있겠는가? 

네카브브가 새삼 쓰럽게 성↑1파 딘 애 이워돈음 내능 읍 것은 전통직 

인 기녹→1ι의 가닝침과， 부성한 수 없는 위막음 보이면시 새보이 능성 

한 수학작 자연파학S 화해 공존λ1키려든 시도도 살 수 있다 사실 

시1계의 신리븐 승인하되 당위적 보덕파 희 1낭스런 생스니1 움을 여전히 

인간 세계에 남지두려얀 산절하고보 신지란 노랙의 일헌이내고 E챙기 

할 수 있디는 말이다 그이니 기치의 세계에서논 신라」ι디논 산함파 

성스니]응이 。레 우위를 치지하얀 빔이니 칭신파 물체의 공존이란 

사실상은 어선히 불제기 정선에 중속함S 의미하븐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정신이 있냐고 만이듣여지는 한 모든 사회 질서의 권 

위는 정걷한 영혼‘애 있을 수밖애 없나 그러므로 영혼의 본기지를 

니마하지 않고서는 깎성악 독자성‘이냐 ‘사유로유’은 나1 천한을 변하 

11 어험나 인간을 침누헬미 깎성석， 신체석 쥬지1 사로 마약한 미프브 

즈τ가 좋쿄[시독쿄]는 ‘민중의 이떤" _1_ ~j)이라고 규정한 것이 L}， 신체적 

의지의 주C재자연 인간을 서1 기1 수체로 세우여는 니체샤 ‘모든 신틀은 

죽었다"16)고 선언힌 것은 선음 성점으보 하는 성↑1 "11 겨1 의 본거지에 

대히 김싱직 공격이다 이에 비해 20서1 기 후만 마냐 전학의 주큐닫 

。1루고 있는 딘리주의는 농일히 주의 주성의 。1 싱직 변헝이다 닌 <'1 

1:51 K. Mapι Aus den Deutsch-Französis ‘ hen Jahrbüchem , in: Friihe 
Schr{flen, Bd. 1, hrsg. H.-J Lieher / P. FUrLh, Darm、 μdL lHK9, S .4셔 8 

161 r. Nictzschc, 꾀80 sprach Zarathustra, in λiiezS'che JTTerkι ßcl. Ill. 
hrsg. K. Schlechta, J\lünchen / 、Vien 1980. S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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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이성의 옷을 입은 니체주의인 것이다. 

이성적인 논증과 피학적인 사실 엽증을 ‘포데포’ 정신 쥬 ~ll를 “확 

인할 수 없다‘’피 천벙한으로써 사실상 신의 츄지l와 인간이 정신적 

츄지l임을 부정하피 나면， 선의 관닝 자체샤 원전을 잃게 되는 것이 

고‘ 경파 사렘-갚 사이의 관겨l는 자연 딘←려직 사펀둡의 관셰이꺼냐 아 

니면 김싱직 욕→f의 -'ι화， 공 이해(제폼) 권겨l보 화원펀 따듭이다‘ • l 
노 이싱노 없는 곳에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실， 곰 ‘성노(正追)'픈 

꺼본-한 때 사림-듣이 기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호 역학 관셰듣 맺 

고 있는 운동ι1] 듣인 사램-둡 사이의 힘으1 c남형박에는 없다‘ 이 띤다t에 

시 ‘성노’듣 제시하는 것은 하J二넘노 아냐고‘ 이싱욕 대빈하는 덕원하 

현자(賢혐)보 아니고， 오직 힘있논 ·디수’일 띠릅이디-

그렌디l 잦은 이합집산 충에 형 성되븐 ‘디수’끈 변덕장이디 그래서 

아침니 절의 ‘정보’븐 시녀니 절에끈 이미 ‘정도’기→ 야니 키보 하고， 오늘 

의 정보븐 니}일이변 법써 ‘사도’(部힌}일 수 있으며‘ 등쪽에서객 ‘정 

보’얀 서쪽에서은 ‘헛소리’일 수 있고， 그 반내일 수도 있디- 그래서 

보늑 기까1~- 상내적인 것이 되고， 말할 것도 없이 윤리적 기-치 또한 

상대화되고， 이복~하여 도Cl -상대주의‘가 득세한나 도익의 상대성이 

란 걷국 무도익성 이상도 이하도 이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지만， 

니에게는 ~1.떻지 않을 수 있고~I_뜯이l 게는 선한 것이지만 우비에겐 

약한 것임을 승인하게 되변 한 팽위까 검-는 이이1] tC}라서 선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승1-.:ι 이것도 저것도 이나시도 할 수 있다는 까이 되 

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윤펴적 칙도가 지l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늠낮 서l 생에시 자선윷 선처l작 존재자라고 공공연하게 벤야틀이 

는 사댐-갚의 ~lλn직 삶의 침은 십증판二f 사람둔의 영?-]히 겨l산 능넥 

곰 지넥(씨)JJ 에 따라 결성원다‘ 그럼에노 관f하고[ 사람-갚은 자라리 

‘지팩이 좀 L’-자단다.는 평은 깅내한망성 ‘노녁작으로 익전이다.는 평 

은 누→f나 봇 견뎌 히다‘ 그렌 사댐-듣에 게 ‘노녁직 가치어’갚욕 무의u] 

하게 만브는 이본은 그야당보 ‘복음’이다‘ 형이싱펙직 명처1 {，_~과 힘깨 

윤리적 판단날이 무의미한 것으쿄 획인펀 마당에 윤리적 캉댐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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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본부애서 빈랭이 되든 어떠한 권위도 얻지 뭇한나 선체적 츄지1 

자인 인간에게 ~ ,_ 쥬지1 유지를 위한 물질을 효괴 석으로 재장펴는 피 

아가술만이 ‘진정으로’ 시란을 구윈하는 ‘구세수’로 신앙되는 비당애 

서， 물이수익는 사란듣을 도믹의 꽃러1로부터 해방시키는 객 유인 것이 

다 그렇까 f워벤피 ‘해맹인’ ~I 간읍 그래시 하è+의 딘 씨가 띤다 딘 

지1에거1 분명 노녁직 가치어듬은 무의미히 것이다 

이성의 이듭으보， 법노의 이듭으보 언제è+ 멍렁자로 행서1하던 윤리 

노녁이 의미없는 것이 판 마당에시 황보하는 것은， 김성작 욕 f의 이 

해 다툼 속에시， 미1보는 깅자의 폭띄이 때보는 약자의 셰략이 [내보는 

핑화 공슨의 협싱이 사회 ‘정의 의 。1듭으보 내타난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톤 디 이상 신의 기치 뷔에 서 있븐 섯이 아니내 오흐지 계산 

된 건세와 균형의 힘 뷔에서깐 성런하는 것이디 

우리가 피통 ‘인간의 존엄생’ S 얘기하얀 것은 인간이 어타의 생냉 

처11lι디 지택이 뛰어니고) 여 이 가지 방입 3 당원하여 온갖 사불 S 부 

릴 능택 S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디 깐약 그런 것이내년 사탐 중에 

서보 기장 존언한 사당은 가장 지략이 출중하고 뭇 사갇 S 날복λ1키 

는 사란이라 해야 할 것이나 우 이가 시란은 ~ ,_ 사체로 츄엄하나고 마 

하는 것은， 무엇엔샤 쓸모샤 있어서 가지샤 있는 ，.랴니끼 수단적 가 

치를 갖는 물건고} 딛이 사란은 누구 L.} ~ 1 사체로 가지 있는1 그러니까 

되석적 샤지즘 가진 쥬지1 사로 간수하시 때문이 1/"1 ， ~9 이샤 연간을 스스 

로 이엠게 놈여 냉는 것은， 만물 가운데서 시란만이 유독 요이석 딩위 

질서애 자신을 객총시킨 줄 얻고1 마로 ~r.련 한에서 선생하냐고 뀔 가 

애문이다 17) 이처1 성말이지 닌려주의의 주싱이 사섣이1， 그래시 그것 

이 사섣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섣에 근거해시 ‘노녁의 서1 겨1 튼 무의미 

히 것으로 치부해야 힌다변“인간의 슨엮싱 역시 닌리작 ~I 의미바에 

는 얻지 봇?1 것이다 그렇까 되면 사멤 위에 사람 있?「， 사멤 밑에 사 

람 있는 사회노 얻마든지 정당화떤 수 있음 것이다 인간 만사는 기것 

해야 닌리직 생리직 심리직으보 설명띤 것이니 말이다 

171 배 양현，함學폐짧 매화하는 이성 J ， 척희괴꾀심시， 1999, ~3~띤 이하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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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윤리 도덕에 그 정당성의 뿌리를 두 

고 있던 국가 사회의 법령들의 권위도 물리주의적 사회에서는 한낱 

물리적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된다. 물리주의적 사회에서는， 우리 

가 남의 담장 너머까지 가지를 뻗친 감나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고， 남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저l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매고픈 나머지 남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책임은 스스로 행위한 자에게나 물을 수 있는 것이지， 

물리 생리 심리적 인과 연관에서 기계적으로 운동한 사물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물리주의적 사회에서는 이른바 ‘범죄자’ 

란 대개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한 자를 지칭할 터이니， 범 

죄자는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일 수가 없고 단지 치료의 대상이거나 

수리(修理)의 대상일 따름이다. 톱니가 손상돼 빨리 내닫는 시계는 

톱니를 좋은 것으로 바꿔 주거나 쓰레기로 버리듯이， 아비가 없어 죄 

지은 자에게는 아비를 만들어 주고 정서가 불안정하여 남에게 행패 

를 부린 자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거나 그래도 쓸모가 없으면， 또 

는 수리비가 효용보다 더 들 것 같으면 내다버리는 것이 물리주의적 

처리 방식이다 

물리주의적 세계에는 기껏해야 ‘물격’(物格)과 그것의 등급이 있을 

뿐 ‘인격’(人格)의 자리는 없으며 그런 곳에서 윤리 도덕은 소설로서 

나 의미가 있을 따름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물리주의 사조가 확산 

되어 감에 따라 도덕은 소멸하는 게 당연하고 한국 사회 역시 이미 

그런 사조의 영향권 안에 들어서 있다. 

III. 한국 사회 윤리의 현설과 개선 방향 

1. 한국 사회 윤리의 착종(錯琮)과 그 원인 

숱한 사회 문화 형태들과의 교섭 속에서 이미 2500년 이상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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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회사를 이어은 한국 사회 01] 다잉한 윤간1 준기들이 정-주갇히-피 다층 

적인 윤비 의식이 있다는 것은 어찌 맨먼 기의 딩연한 인인시도 모 

른다 :1려나 Lt픔 것도 아니피 윤넥석 까지 기준뜰이 다잉하다는 것 

은 생활 규범의 샤치관이 인정하시 않유을 뜻하는 것이고 : I킷은 가 

치 기순이 흑탄스립다는 것‘ 그러니까 후| 행위에 [H히 가치 핑가가 

시로 많이 다단 수 있다는 것음 의u] 힌다‘ 그려고 그것은 그렇거l냐 

위대히 ‘민주주의 워칙’에 따라시 또는 그 아듭다운 관용의 조F양<:;1 

‘호허l의 성선’에 따라시 사람둔 사이에 시로 가치 펑가듣 유보하7] 

섬싱이라는 것음 뜻하:π， 그것은 그러니까 결냐 가치 핑가는 해봐노 

무의미히 것이니 시로 하지 당자는 ‘무워칙’의 사회， 아무평게q 행위 

해보 뇌은 사회를 예고하얀 것이디-

오늘날처럼 동서난묵이 거의 견계블 보를 정;rER 문불을 교류하r 

시내에 단일한 기치 기준윤 가신 사회기- 있윤 수보 없겠고， 또 그비 

한 사회가 파연 바강꾀한기블 문세삼븐 이 ;rE 있긴 하겠지’간， 그비니 

우리기- ‘사회 실서’니 ·사회 정의’를 밀할 수 있기 위해서끈 한 사회 

구성원은 적어보 대체적으순븐 공등꾀 FE얀 공통-꾀 기치 척보릅 기

치고 있어야 한다. 

우이는 ?는난 한국 사회、를 이상애 비추어 볼 때나 현꽃하는 여러 

분회 사회와 비쿄해 볼 때나 도믹석으보 걷코 잉=호하다피 평샤할 수 

는 없는데， 한국 사회가 이러한 형편이1 놓이게 된 까닭을 난1감이 헤 

이린다는 것은 걷코 쉬문 잎이 아닌 것이시만 : I라나 석어도 :1 뚱 
하나는 가치관의 혼란이라 하시 않을 수 없다. 다양한 가치관의 흔치1 

로부터 어쩌면 미→난에 새롭고 매우 덕원히 가치 적노가 성핍된 수노 

있다. 그렇지만 그 흔재 성태에시‘ 직어노 그 흑재하는 7]간 농아은‘ 

무노녁적 사회가 준현하는 것은 꺼회 핀연직빈 입이다. 

그러 면 한.J~ 사회의 이 감은 가치판의 한재는 어디시 연유하는 것 

인가? 

그것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분네시노 가싱 큰 요인으 

쿄 우려븐 아주 쌓은 기간 당얀에 전통적인 유교적 기치관이 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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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싣승1-피 :1려면서도 : ，.블 대치할 아한 도막석 준기가 껴편회띄지 

못한 시→실을 뜯 수 있을 것이다. 

시싼들이 자신을 신체석 츄재자로 이해하피 :1래서 신체석 츄재자 

로서 인간을 진정으로 구윈할 수 있는 것은 ‘울칠’이 l ’ 1 ， 신체석 츄~ll 

자의 :착되 행복은 김성작 욕구 송족에시 오고， 이생은 이것흩 효육적 

으로 난생하는 네 종사하는 노二f라고 파악하j1 1냐면 -성 선주의는 

허→난적 남소이며 [，;예 노녁 유지의 전팩이라는 나l난과 저주 속에 

시- H 리주의만이 공명성대히 ~1 ?-1듣 당한 수 있거l 딘다‘ 이런 편파 

에시 사람둡에거l 그나마 사회 섣시 원리가 된 수 있는 것은 공려주 

의다. 91간 행위의 굿;-二{작 목표가 깅생작 욕→난 충족에 있는 후l ， 그리 

고 그에 이익이 되년 취하고 손해기 되번 피하끈 것이 인간 행위피 

자연스렌 견향이괴 한디변， 상」효 증→돌-S- 그니내 븐 무려 없이 걷정할 

수 있은 것은 ‘최내 디수의 최내 이익’ 아니년 ‘최소수의 최소 손해’ 

내얀 ·합리적’ 척도컨".. .!l.0171 때문이다 
그례서 최븐 수십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과 인류 사회 

전번에서 공려주의와 불려주의끈 굉빔뷔하거l 닙득되고 있디 그비니 

까 한국 사회샤 상데석으로 더 심각한 윤랴 문재는 안고 있다면 :1. 

것은 한국 시회도 장미수의외 물피주의의 울걷이l 휩씨여 있다는 데 

에 있다시봐나는， 이지11 :1.런듯한 ‘판이성’의 옷을 엽고 등장한 깎성을 

지l여할 만한 권뷔 있는 윤닌1석 준기、를 한국 사회가 따보 갖피 있시 

못하다는 데 01↑ 있다피 캔이야 한다. 

으는년 유행하는 장간1수의오1. 물이주의의 빌원지하고 할 구 11l(歐美) 

사회가 오히1:'，] 아씌노 노녁직으로 견고히 것은 여진히 기녹Jι작 윤 

리 지침이 어}二 성노는 생명넥욕 잃지 않고 있기 매분이다. 그 

까변에 현1.파 사회에시는 윤리의 근간음 이루던 유Jι는 근본즈!?l 권 

위븐 잃였고， 그 권위탄 대 새?!- 만히 윤리직 순거는 채 행성되지 봇 

하 것이 하파 사회 윤리가 매우 직종되어 있는 증요히 이유라고 얄 

한 수 있다‘ 후l→파 사회에시노 기낙.10} 비 ‘녁 상당히 넓거l 그려고 ‘연 

렐히’ 신앙되고븐 있디 하나 그 윤리적 기-르침날이 아직은 일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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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고 있는 것도 이니고， 또 체칠회‘되어 있는 것도 이니나고 마할 수 

밖애 없나 

퍼0년 이상 한국 사회 퓨회의 표변을 니1변끼지를 기록0] 사변 또 

한 불교적인 요쇠냐 샤머니즘석 도약 신앙 등 나른 요쇠듣도 마해야 

한 것이니끼← 이루었던 유 1ι가 지난 100년 사이에 그렇까나 닙속노 

보 t석을 잃게 판 까낡읍 그라면 무엇입l까? 

그것은 대략 다읍 몇 가지 판석에시 셜맹승1 수 있음 것이다 

섯째보 유ι는， 암시 지직히 바대보‘ 타막 f워의 ‘↑1앙의 종 1ι 가 

야니라 일종의 자기 수양을 위히 핵문의 종ι’라는 점이다 ‘자기 수 

r양의 공부L란 매우 이성작 9l 것이지만‘ 사심 대중싱은 없는 것이다 

유교는 애초부티 그래서 소수 1"] 매증| 엘리드의 증교븐 필 수 있을 

지인정 깐인의 중교가 되기는 C어려운 것이었디 

둘째E 란국 사탐날이 죠산 페 1앙의 9 인 중의 하q를 유교의 ‘형식 

성’ 내，，]든 ‘비실실생’ 탓이내고 인식하고 있다튼 사살아디 l젠 아니1 한 

인식이 자기 빈성에 의한 것이나 아니년 이띤 의보를 기 신 시1랙에 의 

해 은연중에 유포 교육된 섯이니깐 불은 하나의 역사 문세디 그이니 

어쨌든 。1 랴한 인삭은 한국 사란듣로 하여금 유쿄를 나1 현실적이라고 

여/]고， 사실 유교의 。1 비싣칠성에서 당위의 난기를 얻고 있는 ‘윤이‘ 

자체를 ‘허례허삭’괴 동인시파도흑 이끔었나 동서고금 어디에서든 생 

활 큐뱀의 늘인 요이‘는 행식적이고 비싣질적인 것인데도 마이나 

니1용괴 실정’을 추구하는 곳애 괴연 윤이샤 았을 수 있고， 었은 

적이 있었던샤9 ‘실정’이란 대개는 ‘물질’을 뜻하고， 싣질 숭상은 물정 

강생‘ 다시 말해 깨금(1牛金)주의보 내아가는 겁쟁이다 

창1 」r 사회에시 윤리가 닙격칭1 흔단에 U마친 것은 “능릅과 심죄음 

강생 "(1968. 12. 5의 「냐만 1ι육현상， )힘을 공공연히 나라의 ι육 이 

념으보 선포하여 천민 자본주의’의 횡행을 부추기고‘ 성규 1ι육 과정 

음 밟았던 얀 밟았던 정생직인 수단을 쥐했던 석 4] 했던 싱판없이 입 

단 심직직으로 (곰 딘 직직으로) ‘성공힌’ 사람음 ‘선지식 ~l’이라 명명 

181 유시순한국 3 핵시상사곤" 예 ι 서윈 1997í증보파)， ，19.1띤 쥐j 



170 논문 

하여 진정한 ‘지삭인’악 표본인 것시닦 니1 세우는 풍조가 조장되면서 

부터나 정부샤 영장 션 이런 행내듣은 :1.링시 않이도 깎성적 적구를 

충 순하는 데 망해가 되어 -, ~만 있으면 벗어 던시고 싶어 0] 던 「「쿄으1 

도막석 쿄션틀을 시란틀로 0] 여금 기이낌없이 아시 0] 도흑 이끈 것이 

다 그래시 창1 」r 사멤닫은 순식간에 윤리와 종 1ι의 기만을 잃고 말았 

다 야마노 이것이 19세기이래 시에동석(百勢벚漸)의 핀거에시 후히-]--:_，_그」 

사회가 동양 문호화↓권 증에시노 가상 갑속노로 전통 문화튼 싱심하거1 

인 까낡입 것이다 (‘흑묘맥묘(뿔個디細)’돈이 나온 이후 최근 칭처1직 

으보 갑속하게 싱싱하고 있는 증거 사회에시노 그 응싱이 자츰 뚜랫 

해지j1_ 있다) 

셋째E 한국 사회에서 유교기 지보 이념 Ò~~의 우l 상을 않게 된 것 

은 ~，'드란 한국 사탐이 예니 지나이나 정치 · 경세 · 낀사적으도 강란 

시1랙의 사상 문화를 수용 숭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얀 I데서 바훗딴 

것이내고 살 수 있디 Ul) 

란국 사갇들에게 본례 ‘서양’은 19세기 말 자기날 섯파얀 새디tl 

사회 문화를 기신 칭치 · 경세 · 고사적으E 강란 나내들-~ 디기왔디 

이지1까지 가까운 수변의 나라듣， 특히 중국괴 얀본만을 친숙하게 인 

이왔던 한국 사란듣이 서잉 여러 L}라를 뚜릿 0] 게 으1 삭하게 된 것은 

19세시 서1 기1 열강의 재국수의 아도샤 한국얘까지 민려옴으로써았나 

이때 이미 한국은 정치 듀사적으로 얀본악 지배 이내얘 듣어샤 있었 

나 임진애란 때의 고난을 재외펴고는 인본을 rl]수십시 않게 여겨왔 

던 한국 시란듣애게 줌국괴 러시아듣 차례로 재엽한 얀본의 런의 윈 

꺼은 ‘일본의 시양화’보 보였끄， 그래시 히」f 사람듬어1 까 시양’은 식 

섭직 씨힘으로씨나 간섭직 추성으로씨나 입본보다노‘ 그리끄 닌돈 이 

처1까지의 종주」r이였던 증거보다노 뀔써 더 깅칭1 휘음 가친 1.+라등 

이었다(이 석읍 입본이1.+ 증거 사람등 또후1 더 더유 수l 감하j1_ 있었 

다 그듬이 시양 제피과 ι섭을 하면시 보~I 애노는 그 사심음 진 말 

101 이에 대힌 자유 분시식 논증꺼 맥종현독일철학과 20세 /1 한끼의 철학』 
척학꾀꾀석사， 2000( 증보파)， 2~(ì띤 이히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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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고 있다) 

시 싼틀은 검-등 시 각 C~변쩔)을 등하여 가장 많은 정 봐를 얻피， 시각 

적인 정받는 층기랙에 있어 나픔 어떤 것받t:t 영선다. 물질 문벙의 

수준은 시각석으효 쉰게 인시가 되피:1.패서 울칠 퓨t성익 워세는 부 

인하기가 어합다. 그래시인지 19서|기 얄 농양 3피의 정서|가듣은 ‘농 

노시기(東j흠西햄)’본·음 주정했다. 시양의 ‘그강’은 수용하되 그것에 동 

양의 (성선작) 원려듣 담아 :1-:..자는 주싱이었다. 이렌 주상 속에는 시 

양의 ‘노’는 쉬한 것이 봇되며‘ EE히 농양의 진봉직인 ‘그갓’은 :i't용싱 

에시 시양 것만 봇하니 버리버리자는 놈지가 펙축되어 있다. 그러내 

이런 주상은 어떠 싱황에시노 주).1]싱음 유지하자는 자기 분화 정~1] 

성에 내한 선념파 자기 _il_존 기세에서 벼롯한 것일 수도 있고， 기-시 

적인 ‘그릇’의 우l 랙은 도시히 부인할 수 없으니 그것은 수용하기F 

하되‘ 우열의 운벌이 1성표하치 않은 ‘;낀(造}끈 계속 지켜 자존심 -S 

시l위_il_자은 전략에서 니온 것일 수‘보 있디-

아썼뉴 ‘당보서기’둔에서 ·서’( 1껴) 곧 서양이 유립파 미국을 치칭하 

고“기’(짧) 곧 그릇이 큰내 이후의 수학적 자연파학 l-~지 파학기술 

의 산물을 지시한은 기의 단명하냐. : ，- 랭다면， 이때 ‘동’(찌)과 ‘도‘ 

(追)는 무엇을 지칭한 것이있을까? 

중국에서는 동시에 중국석인 것을 좋섣애 놓피 서양의 퓨물을 활 

용하자는 ‘풍체서 꽁 ’(나1體四用)론이 나왔고 인본 사 란들은 서 잉 의 기 

술과 인본의 혼을 접 함시키자는 -서 가 회 흔‘(핀技和塊)을 씀-로건으로 

니l걷었으니 :1틀이1게서 -동’은 어 디까지나 자기틀 자신이었고， 도’는 

자기갈의 전펙 내지 역사 분화적 자산윷 뜻했다고 본 수 있다‘ 그평 

다면‘ 하피 사람갈에게 있어시 ‘동’은 한.J~필수 지사하는가? 

71금노 대 박본의 후l# 사렘의 관념에 ‘농양’과 농북아 ~r.J.~ (곧‘ 후l 

파 · 풍파 · 입본)은 거의 농입힌 것입 뿐만 아니라) 1 서171 전에는 더 

옥 더 그랬고‘ 아마노 l세기까 전에는 ‘농양’은 공 ‘풍파.이었다. 그래 

시 히냐 사램·둔이 ‘동양의 노’눈 당했휴 에 ‘위 정 적 사(衛正ff.:낭b)，본·에 

서 _il_듯‘ 그것은 거의 중극에서 유;:11 한 ‘유교적 원려’를 연투어l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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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나깨)) 역사를 되도이 볼 때， 「「쿄으1 도믹 맞 정치 윈이가 익렌 

동얀 국샤석 재도로끼시 빈진한 경우는 중국에서도 아니고 인본애서 

도 이 니요， 으로지 조선사 rl] 악 한국에서 뿐이라 할 수 있으니，. 점 

애서 「「쿄석 윈이’는 더 이상 줌국석인 것이라시냉 냐는 한국적인 것 

이라고 ?1 수 있다그T 보야 기녹 ι가 유대 지맹에시 악생했지만 오 

히리 시양의 것이라 ?1 수 있늦이 말이다-’ 저 ‘동노’가 꼭 증」r작 ~l 

것만음 지칭하는 것이 야니라‘ 창1 」r직 9l 것을， 또는 직어노 칭1 」r작 ~l 

것음 포힘히 것음 뜻하는 것이라끄 말한 사람이 있음지 l〔닉겠다 그 

러1.+， 히거 사람등이 예1.+ 지금이1.+ 농r양 곰 칭1 」r’이라고 생샤후1 직 

이 없는너1노 ‘동노’만을 말했으나， 그것은 어떤 ‘허피 끄유의 성↑1’음 

지칭했다고 꼬기 아펌디 또 그런 섯 ";- ，，]갱랬다년 보내처1 ‘한국 고 

유의 정신’이내고 말할 수 있븐 것이 무잇일까? 아마보 그런 무잇을 

염두에 둔 것이내번， 중국 사갇들이 ‘충제서용’(1'體띠用}을， 일본 사 

갇들이 ‘서기화흔’(껴J궁'fUoo띠);; 얘기했 S 때?i:산 사탐날은 닌순히 

‘딩보서기’를 델하븐 내산에 ‘신보서기(학핵띠젊)’니 ‘란도서기(韓핵띠 

젊)’를 닷붙여 얘기했음직하디 그니1 나 이런 얘기를 한 이기 없었디 

는 것은 ‘동도’샤 동싹(찌탤)이 나 한국의 도약 신앙 니1시는 민간 습약 

을 지칭했나시냉나는 넓게 벼이 유( i;굶) .불u，해) .도(，털) 등 중국적인 

고급 사상 체기1 듣 지칭한 것이었시 때문이라 냉이야 할 것이나 여 

11 서 불교듣 ‘중국석’이라고 마0] 는 것은 볼쿄가 비흑 인도얘서 유매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 시란틀얘게 불교는 중국으로부터 진내된 

것이요 ]이고 중국애서 「f팽한 것이었시 때문에 한국애도 광범위하 
거1 유포랬음 것이라 보가 애문이다 다시 말해‘ 가렁 증」「이 건 1ι닫 

수 용하지 않았는너1. 옛납 히 」r 사멤닫이 식섭 ~l 노보부터 그것음 수 

용하여 그토， ↑1 영하거1 랬음까는 의문이기 [내문이다 

서1 겨1화의 이듭 아래 시양작 ~l 것이 딘품뿐만 야니라 이른바 성 

201 참주 ‘衛正.fi'!!ß에시 正F 유교직 댐홈 ι動응 의미하는 깃이고 %’는 당시 
에 밀뭉서빈 밀려 9는 帝國主義와 」 ι;어응 의미<l")-는 깃이있t+， "(o]싱이， 

서구의 충셔꾀 은ll] 한국시..AJ J , 도서승판 한윷， 1997, ).1.1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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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차도 우랴 사회 곳곳에 파피들자 : ，.랴하여 현황은 가히 ;서도 

서기(댄追펀캠)’다→， 최난 들어 다λl급 한편으로는 ‘우이 것을 찾자‘ 

는 의식이 확산되어 가피 있나. 이런 η1-딩에서 시싼뜰이 귀 기울려 

든고 ;아， 우이 동양이1도， 우펴 것 좋이1도 이런 난시한 것이 있구나?’ 

하고 ‘자부심’음 느끼는 것의 증심에는 ‘ l，;자(램+) 이야기’와 ‘놈어 

(論끓) 강의.가 있고， EE 석마 전까지만 해노 소수의 골동품 취향의 

사람둡이1-t 판심흩 가지던 이렌 품목이 헌대 시양 증심의 분명에시 

만생하는 단제갈필수 푸는 염쇠라노 되는 늦이 추겨 서l워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우려 것’이 무엇욕 의미하는가는 어떠 관섞어|시 보면 아주 

분명하고‘ 어떤 관석에시 보면 매우 i’-호하다‘ 분명한 것은 보봉 히 

국 사강의 관념에 노자와 공자의 사-상은 ·등보’를 내변하븐 것이며 

그것은 ·우리 것’에 포함펀디은 사실이고‘ 보호한 것은 이것이 파연 

‘우리 것’인지‘ 아띤 의미에서 ‘우리 것’인치‘ FE 그것이 ‘우리 것’이내 

년 우려 것 야년 것은 무잇인지디 

중국에서 유례한 사상 체계날이 한국 사강날에게 ‘우리 것’이내고 

자연스힘거l 느껴지븐 것은， 그것이 오래 선에 우려 사회 문화에 유임 

수용되어 우간1 문회 형성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고， 우랴가 : ，.려한 분 

회 환경 잔에서 이 1J1 .'?_렌 동깐 산았시 때문인 것이다. 이것만피 한 

국 시란듣이 중국의 문물을 기의 ‘우미 것‘처렌 느씨는 이유가 또 있 

을까? 지펴상 가싸운 이웃이피 펴부의 색깐이라든지 체행이라든지 

인종적으로 유사해서 : 1. ~깅다는 이 유를 덧붙인 수도 있겠으Ll 전등적 

으로 인본의 것에는 :1，려한 느낌이 훨씬 던했다는 시심에 u1 추어검

면‘ 이것은 그다지 콘 요빈이 아년 것 갇다. 그러니까 외래 분화라노 

우리 사회에 수용되어 오캔 농아 우리 것차럼 익숙해지면 ‘우려 것. 

이 된다고 말해시 콘 무려는 없윷 것이다. 그렌네 왜 잊찌이 풍냐의 

것이 후l→ -J~ 사회에 수용되어 아주 오래 농얀 자7] 것처빔 사용되었는 

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노 증-J~과 현，.피의 성지 • 겸제 • 눈사직빈 

판겨l와 빌셉하 판련이 있다끄 보아야 한 것이다‘ 바로 이 ;섞이 왜 지 

난 반시l기이례 한국 사회가 이세까지 자기 것처럼 어끼왔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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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u] 펴고 한 u~ -:1. 때는 이 직도 풍국만이 대국인 줄 안파 있었 

녀- ‘동도서가론’까지 세워 가1 11 : 1.닿게나 기부깎을 가졌던 서엉 사 

상 체개흘 이재 새갑게 ‘자가 것’-~]엮 쓰고 있는가를 잘 신명해 준다 

지난 반세 시 동안 한국의 마국 빚 유럽 강대국틀괴-의 정치 · 경재 · 

눈사직 관계가 증파과 보다 훨씬 더 낼접하고， 저갚 나라가 i증넉보다 

노 훨씬 더 깅-싱해 보인 것말]1-， 시양 분화가 후!jf 사회에 큰 영 향음 

미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욕까? 

이렌. 사정으로 한샤 사회 문화에시 유jι의 영향펙은 갑격히 검토1 

했고， 그렌 사이에 시양에시 유래한 갓가지 집-셜갈이 진(屬)음 펴， 후1 

-파 사펴는 증악 끄관싱과 서양 수입 -섭호+싱·갚의 시장띤-이 되어 있고‘ 

윤려 규법늘은 미l우 착쯤:되어 있든 것이다 

2. 한국 사회 윤리 정립의 길 

여려 사함갈이 시노하늦이， 이 저l 유교의 가르침음 오늠납의 우리 상 

황에 맞게 또는 ‘헌대직 .으로 해석하다면 블흔· 그로부터 얻마간의 llH 

음은 새롭게 얻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아느 고등 광교， 이느 전통

사상 체계 치고. 그것을 알맞게 새뜨이 해서할 때 배울 것이 없톤 거| 

있겠븐기. 1 그이녀 자기 수양을 위한 교훈 정보내년 보룹까‘ 파연 유 

교쩌 윤리 원리 그 자제를 오늘날의 한국 사회 윤려의 원리뜨 디시남 

Q편화시킬 수가 있을까'1 그렇게 하기에븐 한곡 사회기- 이미 너무 많 

이 디 는 걷을 걸어와 벼녔디 정치 · 경세 · 빔률 세보기- 오죠리 새 것 

으로 마뀌었고， 사란틀의 자유 · 평동 · 이웃 시 령의 사회 요영 원버에 

대한 신념이나 사회 정의( I ~義)의 관닝이 이 11] 새갑게 형성된 미·덩이11. 

이것뜰괴는 뿌i?1가 t:t른 유교석 도덕 씬펴즐 객-원한마는 것은 기의 

기대할 수 없는 얀이 나. 게마샤 ‘유교’는 우-펴 시회 분회에 : 1. 윈i?1만 

이 영형을 IJ] 친 것이 아니라， 관혼상재를 비돗한 사회 생활 전반의 구 

체적인 큐범괴- 세세한 예의 볍절의 모애가 되었고， 디}마수 한국 시딴 

갚에게 각인되어 있는 유jι논 그 원리라기보다늠 오히터 유Jι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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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시란을의 인상 생활을 규재했던 저런 세칙들이피， 마로 이킷등 

이 ‘전난데석’이라는 비판의 데상이 되피 있는 것이므로， 섬증 심비나 

읍파에 넌이 있는 유교석 요신는 그렇다 승1-더라도， 표변 의식에서 유 

교가 다시금 주류 가지 칙도가 될 가능성은 : ，. 이 크시 않다. 

그평다고 기녹‘1ι직 사회 윤리 워려가 우리 사회 분화의 풍심에 위 

치렌- 것이라고 7] 대하지노 어띄다. 7]낙교 사회 윤리는 셰옹주의이래 

시양 사회에시노 이미 그 힘의 대1，1~욕 잃 :π 있어 후워이 선흥지 않 

은 데다가， 한 대 ?빈1.'，퓨; 

가z지↑고 있는 H→리주의의 서|가) 7]낙교 윤è]의 f쥬ÿ.{섞인 초원직 91격 

선의 권위쉰 크거l 위협하고 있으니 얄이다. 

그ιl니 아띤 것이 됐늑 하니의 윤리 원려기- 사회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지 뭇하쓴 한‘ 그 사회의 윤려 규빔은 .!2펀성을 얻을 수 없고‘ 

윤ióFi 혼란상은 지속평 수밖에 없디- 그례서， 이낀 상팽에 놓여 있 

톤 우려 사회피 보덕적 규빔을 싸우기 위해 우려가 야작보 강구해 

관 깐한 것이 있디년‘ 그것은 이상주의적 길이디 곧‘ 우리 자신이 

‘인간디운 삶’객 이상( J쩔想)적인 보습을 그려고， 그ιl한 삶의 방석을 

실현하기 뷔한 규칙듣을 서}워 완이 규법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깊은 

자연 본성애 따드는 사란을의 도덕적 행실이라는 시→실‘을 확인하여 

그로부터 도믹 큐볍이라는 ‘딩뷔’를 이듬어 니l기나， 철데자익 개시를 

잠해여 시란이 걷어가야 할 정도( I 타월)를 지정 만는 것이 이니라， 사 

란 스스로 자기 의 이상 석 인 모슴을 상정 하피 마보 이 이 상‘(1핏想)으 

로부터 : 1.를 실현허가 뷔한 딩위 규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나λl 까 

해‘ 윤려는 자연으로박터 처 섣로 생겨냐는 것노 아니:π， 초원자 선으 

보부터 하명되는 것노 아니낀， 분자 그대로 사캠'{，_- ^Hl 이 자융-직으 

로 성핍(定立 thesisJ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진히 노녁이 의의날 

갖는다면‘ 그것은 이제 사람이 사댐넙기 위해， 곰 인격이기 위해 스 

스호단 규제하는 자가 규범으호시인 것이다‘ 그러면， ‘사림의 이싱직 

인 A’-습’은 무엇빈가? 그것욕 누가 어떻게 저|시?!~ 수 있휴까? 우션 

한 기자넨 lff한디변， 넨약 이 문서l의 해담이 뭇 사당날의 합의 1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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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걷 이것이야만로 요즘 사싼뜰이 무슨 인이1서나 최선의 해걷찍 

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에 의해서 얻어셔야 하는 것이라면， 도더 

을 정띄한다는 것은 기의 난맹(難뚫)t-]-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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