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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의 목 은 한국철학계의 동향과 특성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철학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그 

내용은 (1) 논쟁 학설들의 내용, (2) 논쟁 학설들의 문제 , (3) 한국철학계

의 특성  (4) 안 제시다. 이를 해 이 논문에서는 20세기 이 까지 

한국 역사상 개된 표  논쟁 학설들인 사단칠정 논쟁, 인물성 동이 논

쟁, 이종선 삼종선 논쟁, 돈  논쟁에서 나타난 문제 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비 일상용어의 사용, 형이상학  논의 심, 학문  편향성, 학문 상

호간 화 부재, 몰 역사성  맹목  통 존  등이 문제 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문제 들은 국내의 동양철학계와 서양철학계를 포함한  한

국철학계의 특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론 으로, 한국철학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해서는 살아있는 일상 언어로 철학하기, 학문  지평 확 , 외 

종속성 탈피, 철학사상의 역사  배경 검토  맹목  통 존  태도 불

식의 과제들이 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요구되는 일차  요소

는 주체 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실천’으로 간주된다.

* 이 논문은 김종명 1999: 189-75의 수정증보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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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이 논문의 목 은 20세기 이 까지 한국1) 역사상 개된 표  

논쟁 학설들을 심으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철학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그 

내용은 (1) 논쟁 학설들의 내용, (2) 논쟁 학설들의 문제 , (3) 한국

철학계의 특징  (4) 안 제시다. 한국 역사상 개된 표  논쟁 

학설들  이 논문에서 으로 논의될 상은 한국철학사에서 

향력이 컸던 학설들이다.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철학 분야는 한국철학을 포함한 동

양철학과 서양철학으로 구분되며, 서양철학이 압도 으로 많이 연구

되고 있다.2) 그러나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서양철학사상은 소개 경

향이 강하며(황경식 1997: 84), 특정 사상에 한 심층 인 학술 논

쟁은 아직 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의 동양철학자들도 어떤 

철학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일도 드물었다(이강수 1999: 21).  
이 논문의 요 분석 상은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 인물성 동이

(人物性同異) 논쟁, 이종선 삼종선(二種禪三種禪) 논쟁  돈 ( 漸) 
논쟁 등이다. 그리고  한국철학계의 문제  분석에서는 서양철학

계의 황도 검토될 것이다.
한국 역사에 나타난 표 인 논쟁 학설은 크게 유교철학 통과 

불교철학 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

1) 이 논문에서 “한국”은 한민국, 즉 남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철학

연구 경향(이에 해서는 미  2006: 199-235 참조)에 한 논의는 여

기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역사"의 범 는 통 철학이 개된 시

기인 19세기 말 이  시기와 새로운 서양철학 통이 한국에 유입되어 

연구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 재까지를 포함한다. 

2) 통계상으로는 1990년 말 재 국 으로 50개 이상의 종합 학에 철학과

가 개설되어 있고 250개 이상되는 국의 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

며(이기상 1999: 94), 재 한국 학 철학과에서 설정되어 있거나 개설되

고 있는 교과과정의 3/4 정도는 서양철학 련 과목들이다(남경희 1999: 

56). 이러한 실은 2000년  후반 재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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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겠지만, 한국사에 나타난 유학계의 표 인 철학  논쟁은 

16세기 이래의 사단칠정 논쟁과 인물성 동이 논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불교사의 표  논쟁은 17세기 이래의 이종선 삼종선 논쟁과 

1980년  이래 개된 한국 선불교계의 돈  논쟁이다.3) 
특히 주자학의 역사  성격을 가름하는 가장 요한 철학  환

은 이황(李滉, 1501-70)과 기 승(奇大升, 1527-72) 사이에 일어난 사

단칠정 논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근 1995: 152). 주자

학(朱子學)의 한국  발 을 주도했던 심성론과 이기론의 결합이 이 

논쟁을 통하여 처음 시도되었으며( 호근 1995: 150), 그 이후 개

된 인심도심(人心道心) 논쟁 등도 이 논쟁과 직 인 계를 가지고 

개(권인호 1995: 181)되었기 때문이다.
인물성 동이 논쟁은 18세기 에 시작된 후 19세기 후반에 이르기

까지 조선시 (1392-1910)의 거의 모든 지식인이 심을 기울 던 문

제(김형찬 1995: 223) 을 뿐 아니라, 조선 성리학  기간에 걸쳐 

제기된 문제에 해 총  이해를 보여  조선 후기의 심설 논쟁

(이상호 1995: 251-2)의 기반을 제공했다(김형찬 1995: 224).
그리고 교선 논쟁, 삼교 논쟁, 이종선 삼종선 논쟁, 돈오돈수( 悟

修)와 돈오 수( 悟漸修) 논쟁은 불교학계에서 개된 논쟁들이다. 
그러나 교선 논쟁은 엄 한 의미에서 말하면, 교학 측의 표자와 선

학 측의 표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학술 논쟁은 아니며, 의천(義天, 
1055-1101)과 지 (知訥, 1158-1210)로 표되는 특정 승려들의 개인

 교선 을 의미한다. 삼교 논쟁도 휴정(休靜, 1520-1604) 자신의 삼

교 이며, 다른 이와 벌인 삼교에 한 학술 논쟁은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종선 삼종선 논쟁과 돈  논쟁을 심으로 논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요 분석 상은 통 한국철학이지만, 다른 학설 

논쟁들도 필요시에는 분석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제기된 한국철학계의 특성과 안은 한국사학계에

3) 재까지 국내 학계에서 으로 논의된 주제들은 심성론, 사단칠정

론, 이기론, 실학, 돈오 수 등이었다(이강수1999: 22-7). 국 철학사에서 

개되었던 요 학설 논쟁들에 해서는 국철학연구회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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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 가능하다(김종명 2009: 1-15). 따라서 이 논문은 재 진행 

인 “인문학의 기” 타 에도 일정한 기여가 상된다.

Ⅰ. 논쟁 학설들의 내용

한국사를 통하여 개된 표  학설 논쟁들인 유학계의 사단칠정 

논쟁과 인물성 동이 논쟁, 불교학계의 이종선 삼종선 논쟁과 돈  논

쟁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자. 

1. 사단칠정 논쟁

사단칠정 논쟁은 이황과 기 승에 의하여 개되었다. 이 논쟁은 기

본 으로 주자학의 틀 속에서 진행된 논쟁으로서( 호근 1995: 153), 
인간의 성정(性情)이 우주 만물 사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실 속에서 

어떻게 용되는 지에 한 탐구가 그 내용(김형찬 1995: 205)이었다.
이황과 기 승의 논쟁은 기본 으로 주희(朱熹, 1130-1200)가 이해

한 사단과 칠정에 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주희는 사단과 칠

정의 성격  계에 한 그의 해석에서 이 성을 보 다. 그는 사

단과 칠정을 정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이 둘을 동일 개념으로

는 보지 않았다. 즉, 사단은 선하기만 하며, 칠정은 선하기도 하고 악

하기도 한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칠정이 겉으로 나타났을 때 

도리에 맞는 것은 선한 정이 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나쁜 정

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칠정은 정이고 정의 근

거는 성이므로 칠정 의 악도 선하기만한 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리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주희는 사단 자체의 성격에 해서도 이  해석을 가하 다. 사

단의 성격을 순선무악한 것으로 보기도 한 반면, 사단에도 도리에 맞

지 않는 부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도 간주하 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해석은 사단도 반드시 순선무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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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단칠정 논쟁은 이처럼 국의 주희가 이해

한 사단과 칠정의 차이 들에 한 다양한 해석의 산물이었으며, 그

것은 주자학의 심성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을 심으로 개되

기 시작하 다. 이황과 기 승의 논지는 사단과 칠정의 계를 어떻

게 악하느냐 하는 데서 갈라진다. 이황의 경우 각각 리와 기에 분

리 소속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한 반면, 기 승의 경우는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 을 모색하려 하 다( 호근 1995:153-4).

2. 인물성 동이 논쟁

인물성 동이 논쟁은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한 학문  논쟁이다(김형찬 1995: 223). 권상하(權尙夏, 1641-1721) 
문하에서 시작된 이 논쟁의 주인공은 이간(李柬, 1677-1737)과 한원진

(韓元震, 1682-1751)이었다. 이간의 설을 지지한 사람들의 견해를 낙론

(落論), 권상하와 한원진의 설을 지지한 사람들의 견해를 호론(湖論)4)이

라고도 불 기 때문에 이 논쟁은 호락 논쟁(김형찬 1995: 206-7)이라고 

한다. 이 논쟁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항로(李恒 , 1792-51), 기

정진(奇正鎭, 1798-1876), 이진상(李震相, 1818-85) 등 당 의 성리학자

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본 모습을 선으로 볼 것인가, 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즉 미발 심체(未發心體)의 문제를 심으로, 성(性) 
개념의 이 성 문제, 리통기국(理通氣局), 오상(五常)의 차별성 문제 

등이 이 논쟁의 내용들이었다.
이간은 본성은 곧 이치라는 입론 아래 만물이 리를 부여 받아 기

의 형태를 이루며, 각 만물에게 부여된 리가 곧 성이 되므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성이 근본 으로 같은 것으로 주장하 다.
반면, 한원진은 본성을 리와 기의 양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4) 낙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낙하(落下) 곧 서울 부근에 살았고, 호론을 주장

한 사람들은 호서(湖西), 즉 충청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으로 불

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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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면서도 기의 측면에 을 두고 있다. 즉, 리의 면에서 만물

은 차이가 없으나, 기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과 만물의 본성은 다르다고 주장하 다(김형찬 1995: 205-25). 결국, 
이 논의의 핵심은 본성을 리로 볼 것인가(이간), 리와 기의 합으로 

볼 것인가(한원진)에 한 문제 다.

3. 이종선 삼종선 논쟁

이종선 삼종선5) 논쟁은 조선 후기의 두 고승이었던 의 의순(草
衣意詢, 1786-1866)과 백  선(白坡亘璇, 1767-1852) 사이에 벌어진 

선 수행의 종류를 둘러싼 교학  논쟁이며, 이 논쟁은 조선 후기 불

교철학계의 가장 특징 인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는 김정희(金正喜, 
1786-1856) 같은 유학자들도 참가하 는데, 이 논쟁은 의순과 선의 

당 에 끝나지 않고,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 19세기 부터 20세기 

기까지 100여년에 걸쳐 정치 , 사회 , 사상  격동기를 배경으로 

호남지역을 심으로 개되었다. 
이 논쟁은 선이 삼종선 사상을 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선은 국 당 나라의 표  선승이었던 임제 의 (臨濟義玄, ?-897)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한 방편으로 개발한 삼구(三句)를 모든 불교 

가르침 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기 으로 삼종

선, 국 선문 5종, 여래 삼처 심설, 수행자의 근기,  강경의 사

구게 등에 한 우열 별을 시도하고, 이들을 진공묘유(眞空妙有)와 

기 용(大機大用)6)의 측면에서 해석하 다. 

5) 이종선은 조사선(祖師禪)과 여래선(如來禪)을, 삼종선은 조사선, 여래선 

 의리선(義理禪)을 뜻한다.  

6) 진공묘유와 기 용은 객 과 주 의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진공

묘유는 존재의 본체  측면과 상  측면을 표 하는 개념이다. 본체론

으로 보면 변하지 않고 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존재의 속성을 진공이라고 한 것이며, 본체론 으로는 공한 존재라도 당

분간이긴 하지만 상 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묘유라고 한 것이다. 

기 용에서 기는 인간의 정신 , 지  기틀을, 용은 인간의 다양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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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의 삼종선 사상은 당시 한국 총림에서 통 으로 내려 

온 선문의 논리를 격 으로 깨뜨린 것이었으므로 곧 의순으로부터 

반론이 개시되었다. 의순은 삼구의 구분, 삼종선의 설, 국 선종 종

의 우열에 한 단, 살인도와 활인검의 설, 진공묘유의 변 등에 

한 선의 해석이 근거가 없는 자의 인 것이라고 논박하고, 다양

한 이들 불교 개념들은 서로의 연 선상에서 악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김종명 1998: 224-42). 

4. 돈  논쟁

불교의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돈  논쟁은 한국  

불교철학계의 요 심사 의 하나며(김종명 1998: 248), 그 내용

은 돈오돈수론과 돈오 수론의 우열에 한 것이다. 
돈 논쟁은 조계종 종정이던 성철(性徹, 1912-93)이 1981년 선문정

로(禪門正路)를 발간하고, 거기서 돈오돈수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통  선 수행법으로 간주되어 오던 지 (知訥, 1158-1210)의 돈오 수

론을 비 하면서 출발되었으며, 1990년에는 돈오 수와 돈오돈수의 문

제가 학술 으로 논의되기에 이르 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입장은 크

게 세 가지다: (1) 돈오 수설을 지지하거나 정하는 보조사상연구원 

측의 입장; (2) 돈오돈수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해인총림측 수행승

들의 입장; (3) 박성배의 돈오돈수  수설. 따라서, 돈오 수와 돈오

돈수의 논쟁은 처음 성철에 의한 지 의 돈오 수에 한 비 에서 시

작하여 성철에 한 반 비 으로 이어지다가 돈오 수와 돈오돈수  

수설 사이의 논의 형태로 발 되었다(이효걸 1995: 48-50). 
이 논쟁에서 가장 요한 은 두 입장의 차이가 제기된 원인이며, 

그 것은 깨달음에 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성철이 

보조의 돈오 수론을 비 한 것은 지 이 주장한 돈오 수의 돈오가 

참된 깨달음이 아니라는 제가 깔려 있다. 성철의 지 에 한 이와 

양상을 표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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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 은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1) 한국불교가 외부 으로는 임제선(臨濟禪)이지만, 내부 으로는 

국 당나라의 교가인 규 종 (圭峰宗密, 780-841)의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2) 돈오 수설은 거짓 선지식이 분별  알음알이로 조작해 낸 잘

못된 수행이론이다; 
(3) 지 의 돈오는 돈오가 아니다(이덕진 1998: 275-7).
여기에 해 돈오 수를 주장한 지 이나 그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

은 그 것이 비록 불완 한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기능을 인정

하고 그 기능을 통해 완 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국 역사상 개된 표  논쟁 학설들  유학계의 핵심 주제는 

심성 문제, 불교계의 그것은 깨달음의 방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면, 이들 논쟁 학설들은 한국 역사상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들 

표  학설 논쟁들은 를 사는  한국인의 삶에 정  향

을 미친 도 있지만, 오히려 반성  시각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들

이 더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들 학설 논쟁들을 통해 나타난 문제

들은  한국철학계에서도 상당 부분 답습되고 있다. 따라서 아

래에서는 이 학설 논쟁들의 문제 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국

철학계의 실을 검토한 후, 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논쟁 학설들의 문제점

한국 역사상 개된 표  학설 논쟁들에 하여 우리의 반성  

시각을 요하는 요한 문제 들은 다음과 같다: 비 일상용어의 사용; 
념  논의 심; 학문  편식성; 외 종속성; 몰 역사성  맹목  

통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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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일상 용어의 사용

일상 언어로서 한 이 존재하고 있었던 1920년 까지도 한문은 상

당 부분의 식자층들 사이에는 여 히 참 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친한 지식인들 사이라도 한 로 쓰인 편지를 주고받으면 교를 하기

까지 하 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한국 역사상 개된 학설 논쟁들

의 거의 부분은 이 시기 보다 더 이른 조선 시 의 산물이었으며, 
이들 논쟁의 텍스트들도 당시의 비 일상용어인 한문으로 쓰여 진 것들

이었다. 한 성철의 선문정로도 한문 투의 문장이 부분을 차지하

고 있어 한 세 의 지성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2. 념  논의 심

유학계의 성리학 련 논쟁들은 그 내용 상 형이상학  논쟁에 머

문 한계성을 보 다. 사단칠정론이 하나의 철학  문제로서 수세기 동

안 기차게 논의된 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학설은 한국인의 강인한 사색의 발로 기 때문에 사단칠정 

논쟁은 세계철학사를 빛낼 한국인의 자랑거리(박종홍 1986: 105)란 견

해가 있다.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 주자학의 기본 주제인 리기론과 심

성론을 결함시킴으로써 한국의 성리학은 국 주자학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자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호근 1995: 177-8)는 에서 

정 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 조선의 지식인들은 ‘주리론’ 일색이었고, 그 사이에 

일어난 논쟁도 주리론 내부에서의 견해 차이에 불과(조남호 1995: 
144)하 듯이,7) 사단칠정 논쟁의 주제도 사단과 칠정에 한 사변  

논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여말선  불교 비 의 이론

 도구로 수용된 주자학은 가치론  이해를 심화시켜 나갔으며, 이 

논쟁을 주도한 이황은 그것을 형이상학  이론에 반 시켰다(이상호 

7) 조선 지식인 다수가 주리론 일색도 아니었고, 그들 사이의 논쟁도 내부

의 견해 차이 이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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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49).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이후 개된 조선 성리학에서 

주된 논쟁 을 이루게 되었다(이상호 1995: 288).
인물성 동이 논쟁은 주희가 사용한 본성 개념의 혼란 정리,8) 화이

론(華夷論)  세계  재검토, 심설 논쟁의 기반 제공 등의 면에서 

정 인 역할(김형찬 1995: 224-5)을 하 으나,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은 

심성론을 심으로 한 가치론 논쟁으로서 본체론 , 형이상학  담론

에 머물 다.9)

이러한 경향은 불교계의 이종선 삼종선 논쟁에서도 나타났다. 이 

논쟁은 숭유배불의 시  상황 속에서 침체에 빠진 불교계에 학문  

토론의 불꽃을 당겼다는 에서는 정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선불교 통에서 요시되는 몇 몇 불교 개념에 한 사변  

논의에 머물 음을 부정할 수 없다(김종명 1998: 243-7).

3. 학문  편향성

부분의 학설 논쟁이 개되었던 조선시 는 사상 으로는 성리학 

독 시 으며, 그 성리학은 주자학을 의미하 다. 반면,  다른 

요한 신유학  철학 사조인 양명학(陽明學)은 이단시되어 공식 으로

는 이 시 에서 연구되지 못하 다. 이 은 동시  이웃나라들의 사

상  경향과도 구별되는 특징 인 상이었다. 주자학의 종주국인 

국에서는 주자학과 함께 양명학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일본은 

주자학과 양명학 통을 같이 받아들 으나, 일본에서는 주자학보다

는 양명학이 더 큰 사상  비 을 차지하 다. 한, 주자학 일변도

의 조선에서는 양명학뿐 아니라 불교와 도교도 이단으로 취 되어 그 

분야들에서의 체계 인 학문 발 은 쇄되었다. 따라서 조선시 에

8) 인물성 동이 논쟁에서 나타난 본성 개념의 혼란 문제는 주희 때문이 아

니라 이이 떄문이란 견해도 있다. 

9) 조선 성리학계에서 개되었던 태극 논쟁(김교빈 1995: 122-6), 인심도심 

논쟁(권인호 1995: 181), 심설 논쟁(이상호 1995: 288-9) 등도 내용 으로

는 형이상학  논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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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철학 사조 간의 진정한 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극단

 학문  편식성이 드러났다.10)

4. 외 종속성

한국 통 철학사상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의 문제 은 

외, 특히 국에 한 종속성11) 는 독창성 부재에 있다. 조선 후기 

성리학 논쟁의 가장 요한 기 은 이황과 이이(李珥, 1536-84)에 의

해 제기된 주자학 자체의 모순 에 있었으며, 그 핵심은 심, 성, 정을 

리의 측면에서 일 된 형태로 악하는 것이었다(이상호 1995: 251). 
그러나 사단칠정 논쟁( 호근 1995: 153)과 인물성 동이 논쟁의 참가

자들은 자기들 설의 정당성을 국학자들, 특히 주희의 견해에 의존

하여 개하 다(이상호 1995: 252).12)

국에 한 종속성은 이종선 삼종선 논쟁의 경우도 외는 아니

다. 이 논쟁 개의 발단을 제공한 선은 국 임제종의 개창주인 

임제의 3구를  기 으로 상정하고 이 기 에 따라 불교의 모

든 가르침들을 평가하려고 하 다. 즉, 그의 견해는 조사선(祖師禪) 
우 의 산물이었다. 조사선은 국인들의 화이론이 불교계에 용되

어 나타난 개념으로서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의 가르침보다 국 조

사들의 가르침이 더 우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10) 조선 후기의 실학의 진흥, 양명학 허용, 불교학 부흥 등을 로 들어, 조

선시 가 ‘극단  학문  편식성’을 가졌다는 주장에 한 반론도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시 는 당 의 국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성리

학 일변도란 특징을 보이고 있었던 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이황

은 그 좋은 가 된다. 극단  배타성의 산물인 이황의 불교 은 이념  

산물로서 철학 , 역사 , 지성사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성을 노출시켰

다는 주장에 해서는 김종명 2005b: 137-42 참조. 

11) 이러한 통은 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학계의 

미 종속성은 여 히 심하기 때문이다. 

12) 유불 논쟁(박경환 1995: 76), 태극 논쟁(김교빈 1995: 113-4), 인심도심 

논쟁(권인호 1995: 190-2), 심설 논쟁(이상호 1995: 289) 등 조선 성리학

계에서 논의된 다른 학설 논쟁들도 외는 아니었다(이상호 1995: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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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논쟁은  한국불교학의 수 을 한 단계 끌어 올린 요한 

업 (이덕진 1998: 285)이지만, 외 학문  종속성의 면에서는 자유

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성철은 자신의 노작이지만 문제 이 많은 

인 선문정로를 통하여 돈  논쟁을 시작하면서 “正眼祖師들의 垂示

法門을 採集하여 禪門의 正路를 指示코자 한다”(퇴옹 성철 1990: 1)
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책에서의 정안조사들은 거의 국인들이며, 
인용된 요 참고문헌들도 단경(壇經), 종경록(宗鏡 ), 심요(心
要) 등 (퇴옹 성철 1993: 290)을 비롯한 국 승려의 술들이다. 반

면, 기불교  불교사 등에 한 술은 참고 되지 않고 있어, 성

철의 선사상에 한 시각도 통 으로 국 의존 이었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13)

5. 몰 역사성  통 추종성

통 한국철학사에서 나타나는  다른 문제 은 몰 역사성과 

통 추종성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성리학계나 불교학계에서 개된 

논쟁 학설들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 논쟁의 주역들은 “철학

” 개념들에 한 사변  논의에 천착하기는 하 지만, 그러한 개념

들이 나타나게 된 역사  배경, 그 개념들의 시  의미 등에 한 

검토는 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떠받드는 학자들

의 견해에는 권 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비 일상용어의 사용, 형이상학  논의 심, 학문  편식성, 외 

종속성, 몰 역사성  통 추종성 등은 한국 역사 상 나타난 표  

학설 논쟁들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 들이며, 이 문제 들은 의 

국내 철학계에서도 상당 부분 그 로 답습되고 있다. 

13) 종 주의  태도, 지 의 돈오 수설 비 의 비정당성, 문헌 취 의 주

성, 추종자들의 무 비 성, 깨달음의 방법론 결여 등이 성철의 주장에 나

타난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이효걸 1995: 59-61). 한 국 선서(禪

書)를 포함한 승불 에 의존한 결과, 성철의 기 불교 이해도 문제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해서는 김종명 2005a: 71-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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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대 한국철학계의 특성

1. 비 일상용어에 의한 기술

최근 소장학자들에 의한 국내의 동양철학 련 술들은 우리의 

생활언어인 한 로 쓰여지는 경우가 증가하고는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연구 결과물들은 아직도 국한문 혼용체로 쓰인 경우가 많으

며, 때로는 철학  용어들이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그 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불교에서 법(法)이란 개념은 진리, 부처의 가르침, 상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法”이란 한자어

를 그 로 쓰고 있는 경우가 그러한 에 해당한다. 한, 요한 철

학  개념/ 념들이 번역도 되지 않는다(손 식 1995: 308). 인용된 

한문 문장에 한 직역이 없거나, 한자어에 한 훈을 결한 경우(염
섭 2009: 202)도 발견된다. 따라서 동양철학 련 책들을 이리 리 

뒤져보았지만 하나같이 알쏭달쏭하게 쓰이고 있어서 읽었어도 남아있

는 것이 없었다(최정식 1999: 88)는 비 은 여 히 유효한 셈이다. 

2. 형이상학  개념 분석 심

 한국의 유학계는 여 히 형이상학  념 체계에 심을 기

울이고 있으며, 그 주류는 추상 이고 보편 인 념의 체계를 철학

의 체계로 보고 있다. 많은 경우 연구 상 철학의 념체계를 그 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그 념 체계 안에서만 맴돌 뿐, 
그 이론이 지  우리에게 제 로 이해되지도 않는 데, 여 히 그 이

론만 다룬다(손 식 1995: 307).
이 은 불교철학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형이상학  개념들

에 한 논의가  한국불교철학의 주류를 이루게 된 원인은  

한국불교철학계가 국을 신해 등장한 서양의 학문  통, 특히 19
세기 반의 국 빅토리아 시 의 불교 연구 통을 여과 없이 수용

하 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시 의 불교 연구는 불교 수행 면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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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과학  문헌학  방법에 의해 팔리(Pāli)어 원 에 바탕을 둔 

불  연구에 치 하 는데,14) 일본에서는 명치(明治) 시 (1868-1911) 
이후 이 통을 받아들여 문헌학을 기 로 한 실증  연구가 학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한국 한 이 통을 이어 받아 고수해 왔

다. 그래서 한국불교철학계는 합리 , 철학 , 념  연구에 의해 지

배되어 왔으며, 이 게 철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근 화에 맞는 것이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김종명 1998: 248-9). 
형이상학  개념 분석에 치우친 에서는 국내의 서양철학계도 

외는 아니다. 서양철학이 한국에 정착되기 시작한 1920년 까지의 서

양철학 연구는 한문 서 만을 진서(眞書)라고 여기던 유학자들에 의

해 이루어졌으며(백종  1995: 110), 그 이후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한국철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 된 분야는 독일 념론, 
특히 사변 인 칸트 철학에 가장 큰 심을 보여 왔기(황경식 1997: 
77) 때문이다. 

3. 학문  편향성

 한국철학계를 표하는 두 그룹인 동양철학계(한국철학계 포

함)든 서양철학계든 철학사별, 철학자별, 주제별 등 다양한 면에서 학

문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1) 동양철학계

동양철학계는 철학사별, 철학자별, 주제별, 철학사조별, 개념별 편

성을 보여 주고 있다. 1945년 복 이후 50년간 동양철학 분야에서 

재 확인된 자료수(책, 학 논문, 논문)는 4,675건으로 서양철학의 자

료 수 6,042건에 비해 결코 은 수가 아니다. 철학사별로 논문과 

술은 국의 선진(先秦)시기(기원  3세기 이 )와 한국의 조선시 에 

14)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한 비  연구에 해서는 Gregory Schopen의 일

련의 연구업 (1991, 1997, 2004, 2005)과 조성택 2009: 13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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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되어 있다(허남진 1995: 179). 주요 철학자별 분류에서도 집 성은 
그 로 나타나고 있다. 국철학분야는 공자(孔子, 551-479 B.C.E.), 
맹자(孟子, 371-289 B.C.E.), 노자(老子, 6C B.C.E.), 장자 (莊子, 3-4C 
B.C.E.), 주자, 왕양명(王陽明, 1472-1529)에 한 연구가 부분을 차

지하고 있어 각기 유학, 도가철학, 성리학의 주창자에 학문  심이 

집 되고 있다. 한국철학분야는 원효(元曉, 617-86), 이황, 이이, 정약

용(丁若鏞, 1762-1836)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유교와 불교

의 철학 사조별 집 성의 차이도 커서, 유교 사상가에 한 불교사상

가 연구비율은 24%에 머물고 있다(허남진 1995: 181).
주제별 분류에서도 유가철학에 계된 논 가 압도 으로 많으며, 

유가철학 에서도 한국성리학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

유학의 경우 성리학보다 선진유학 연구가 거의 배 가까이 많다. 주 

개념별로는 심성, 천, 태극, 도, 이기론 등 형이상학, 인간론-궁극 으

로는 가치론-에 한 연구가 심이다. 즉, 유학의 경우 선진유학과 

한국성리학에 한 연구가 압도 으로 많았으며, 단일주제로는 심성

론이 제일 많았다. 80년  이후 연구 업 물이 기하 수 으로 증가

하고는 있으나, 연구 분야를 보면 여 히 몇 분야에 집 되고 있어 

미개척 분야에 한 새로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동안 많이 연

구되지 않았던 경학-고증학이 꾸 히 증가하고 있고, 양명학 연구도 

조 씩 증가하고 있으나, 유학의 경우 한국성리학, 실학  선진유학

이 종을 이루고 있다(허남진 1995: 182-6).
불교의 경우도 유학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김종명 2000: 144-50). 

주제별로는 선종, 화엄학, 유식학, 학에 한 연구가 많다. 지역별로

는 한국불교 통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으며, 연구가 미진한 분야는 인

도철학분야다(허남진 1995: 184-6). 특히,  의미에서의 불교학 연구

는 역설 이게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Shim 
1999: 180), 일본불교학에 한 연구가 거의 무하다(최정규 1999: 12
6)15)는 것도 큰 문제다.

15)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길희성 1999b는 값진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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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철학계

 한국의 서양철학계도 학문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에서는 

외가 아니다.  한국의 서양철학계에서는 독일철학과 미철학

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철학사별, 철학자별, 주제별 등 다양

한 측면에서 학문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철학사별로는 1915년부터 1992년까지 발간된 서양철학 문헌(단행

본, 논문) 가운데는 독일철학에 한 것이 가장 많다(백종  1995: 1). 
독일 철학이 활발하게 연구되던 70년 까지도 미철학의 고 이라 

할 수 있는 국의 경험론자에 한 연구논문은 단 한편도 에 띄지 

않았으며,  미 분석철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게(Gottlob 
Frege, 1848-1925)의 철학에 하여서는 소개조차도 제 로 되지 않

고 있었다. 80년 에도 그것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효명 1996: 84-7). 
철학자별로도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를 

포함한 독일 철학자에 한 비 이 압도 으로 높은 편이다. 그 에서

도 칸트 련 술이 철학자 분류  가장 많은 편수를 기록하고 있으

며, 헤겔에 한 연구도 많다. 그러나 다른 독일 념론자들에 한 자

료는 매우 은 편이다(백종  1995: 1). 
주제별로도 칸트의 인식론에 한 연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독일

념론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무나 취약하

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80, 90년 에 와서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

다. 이러한 경향은 미철학의 경우에도 그 로 용된다(김효명 1996: 
101-2). 국의 경험론과 륙의 합리론은 인식론 분야 철학사에서 

요한 한 장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한 연구 성과는 빈약하

며, 연구 내용도 단발 이다. 특히 국 경험론을 표하는 흄(David 
Hume, 1711-76)이 칸트에게 끼친 향, 그리고 그가  미 철학

에서 차지하고 있는 치를 생각할 때 아쉬운 상이다. 륙의 합리

론에 한 연구 성과는 국 경험론보다 더 다. 여기서도 철학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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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에 편 되어 있다. 윤리학 

분야에서도 칸트 윤리학이 가장 많다(이훈 1994: 101-21).16) 반면에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에 한 학문  심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황경식 1997: 77-8). 최근 서구에서는 실용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 지도 못하다(정해창 2009: 5-12). 
분석철학의 경우는 60년 에서 90년 에 이르기까지 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 1889-1951) 연구가 압도 으로 많이 이루어졌

으며(김 정 1997: 100), 80년  이후의 한국의 분석철학 연구는 콰인

(Willard Van Orman Quine, 1908-) 이 의 철학자들에 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효명 1996: 87). 80, 90년 에 

가장 많이 나온 발표물은 과학철학이며, 이어서 언어철학, 언어분석철

학, 인식론, 논리철학, 심리철학, 인지과학이다. 언어철학과 논리철학을 

같이 묶어 생각하면, 언어․논리철학이 단연 1 다. 그러나 형이상학, 
논리학, 수리철학, 종교철학, 문화철학 분야의 수용은 취약하 다. 가

장 참담한 분야는 종교철학과 문화철학이다(김 정 1997: 115-6). 

4. 화 부재

학제간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  편

향성의 결과는 학문 상호간 화의 결핍으로도 이어진다. 사실상, 
화의 결핍은 한국철학계 체의 문제기도 하다(김기  1999: 213).17) 
한국철학 연구에 있어서 개별  연구의 한계성에 해 일본학자 

Hideo는 이미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지난 날의 토착신앙, 유교문화, 불교문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그들

의 기원, 개 등은 완 히 다른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래서 서로의 

한 계가 보이는 경우에라도 학자들은 의도 으로 어느 한쪽을 

16) 80년  이후 600여편 되는 윤리학 련 논문 가운데 칸트와 직간 으

로 계된 논문은 100여편을 넘는다. 이는 개인 련 연구로서는 단연 최

고다(황경식 1997: 77). 

17) 한국 사학계도 이 에 한 한 외는 아니다(김종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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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곤 하 다(Hideo 1989:70).

화 부재 상은 서양철학계도 외는 아니다. 일례로, 지향성을 

주제로 했던 상학회와 분석철학회 사이의 합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들에서조차 양 진  사이의 교차  언 이나 참조는 발견되지 않았

다(이승종 1999: 231).
따라서 국내 철학계는 동양철학계와 서양철학계 사이의 화는 물

론, 각 철학계 내부 으로도 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외 종속성

학문  종속성 내지 사 성은 의 한국철학계에도 지속되고 있

다. 동양철학, 특히 유학의 경우 만 향이 크며, 최근에는 서구의 

향도 받고 있다. 불교학계의 경우 국 통과 일본불교학계의 

향 외에 특히 1970년  이후에는 서구 불교학  지식의 향도 받고 

있다. 그리고 서양철학의 경우에는 일본, 유럽, 미국의 향이 크다.
한국에서 연구되는 동양철학의 주류는 모종삼(牟宗三), 방동미(方東

美) 등 만 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념론의 향을 크게 받

았다. 이는 한국의 동양철학 공자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만으로 유학을 간 이 한 이유(손 식 1995: 294)로 간주되고 있다.
불교학계의 학문  외 종속성도  시 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 

같진 않다. 한국불교를 표하는 선불교는 수행의 지침, 구체  행법 

등에서 나 지 이나 국의 당.송(宋, 960-1279)  선승들의 행 이

나 어록에 의존하고 있어 심한 종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정통으

로 간주되고 있는 간화선 행법의 우수성에 한 무조건 인 찬사만큼

이나 그 폐해에 한 비 의 소리도 높아서 통으로서의 상이 자

못 태로운 지경에 이르 다(서정형 1999: 125).
일제 식민지 정책 아래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 탓도 있겠으나, 1945

년 복 이후 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학계는 일본불교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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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불교학계에서 차지

하는 불교학 련 번역서의 역할은 여 히 큰 편인데, 번역서의 부

분은 일본 서 의 번역본들이다. 불교학자들 에도 일본유학 나 일

본유학 의 제자들이 많다. 1970년  이후에는 불교학 연구에 한 

심도가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도 서구 학계의 불교

에 한 심 증가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련, 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역설 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1970년 에 한국의 송 사에서 

승려로 있으면서 알던] 이들이 승려가 되기  불교와 처음 한 것은 

불교에 한 서양책의 한국어 번역 을 통해서 다. 이것은 나도 놀란 

사실이었다. 내가 만난 여러 명의 은 승려들은 그들이 불교에 해 깊

은 심을 갖게 된 계기가 독일 작가 헤세(Hermann Hesse, 1877-1962)
의 싣다르타(Siddhārtha)의 한국어 을 읽고서부터 다고 한다. 한 바
가바드기타(Bhagavadgīta)와 법구경(法句經, Dhammapāda)의 어 

 한국어 번역본도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Buswell 1992: 71; 버스

웰 1999: 98).

지 (知訥, 1158-1210)은  한국의 주류 불교 통인 선불교의 

철학  기 를 확립하 으며, 그의 술은 버스웰에 의해 역되었는

데(Buswell 1983), 지 이 인용한 의 출 을 일일이 밝히는 등 풍

부한 주석을 달고 있는 이 번역본의 출간은 한국 선불교의 특징을 

세계 학계에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길희성 1999a: 85). 반면, 지  

서의 한 본(김달진 1987)은 버스웰의 번역본 보다 4년 늦게 그것

도 간단한 단어 설명 정도의 주석을 단 채 출 되었음을 생각하면, 
“21세기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기 가 될 동양 사상에 한 재발

굴과 응용마 도 서구 학자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재로선 더 

높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김충열 1994: 7)는 지 은 이

미 실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서양철학의 경우도 거의 으로 일제의 향 하에 있

었으며(김효명 1996: 81),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한국학계는 서

양철학의 수용에 했다. 따라서 부분의 철학자들은 서양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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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자 내지 수입상이었던 셈이다(황경식 1997: 84). 국내의 서양철

학계도 다양한 서양철학사상들을 주체 으로 소화시켜 진정한 의미의 

한국철학으로 거듭 나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6. 몰 역사성  통 추수

(1) 몰 역사성

 한국철학계는 특정 철학사상의 역사  배경에 한 검토를 

별로 하지 않고 있다. 과거 학설 논쟁의 주역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국의  주류 동양철학자들도 자신의 심 상인 철학자들이 제시

하는 추상 인 념 체계와 이론을 그 로 답습하려고 할 뿐,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손 식 1995: 307). 선사

상의 역사성에 한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승가의 강원 교과목들에서도 불교사 과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종명 2001: 492-99).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양철학계의 경우도 

특정 철학사상의 역사  개에 한 논의는 여 히 경시되고 있다.

(2) 통 추수

통에 한 맹목  존 은 의 동양철학계에도 여 히 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련, 아래와 같은 지 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부진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동양철학연구가 사실은 단히 활발했고 

선진유학, 한국성리학 등에 논문이 집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분야에 걸쳐 어느 정도는 활성화 되고 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다

양한 방법론의 용과 연구 분야의 확 가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동양철학을 연구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참고할 논문이 별로 

없다. 그 논문이 그 논문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지 알 수가 없다. 60, 
70년  논문보다 별로 나아보이지 않는다. 70, 80년 에 새로 배출된 

연구자들이 부분 지도교수가 연구한 분야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다

는 다소 제도 인 행을 이유로 들 수 있다(허남진 1995: 189).

서양철학계에도 이러한 지 은 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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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3) 이후에는 독일철학에 한 압도 인 심을 확인할 수 있

는 데, 그것은 독일철학에 심을 갖고 있던 교수가 많기 때문이었다

(이기상 1995: 77).
결과 으로 한국의 철학교육은 학교의 학생들로부터도 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철학자가 하고 있는 역할에 해 불만

족스럽게 여기고 있는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강

단철학이 학 인 이론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친다는 (이기상 1997: 
200-1)이었으나, 에서 논한 원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야 할 것이다.18) 

Ⅳ. 대안 제시

한국철학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한 안은 앞에서 논의된 문제

들에 한 극복이 될 것이다.19) 

18) 해외의 한국철학 -한국불교학  한국유학- 연구 경향도 국내의 그것과 

동소이한 형편에 있다. 세계동양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에

서 발표되는 한국철학 련 논문 수는 아주 다. 일례로, 2005년도 연례 

학회의 경우 한 편도 없었다(Kim 2005: 92).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북미

주의 한국철학 연구는 재 기 단계에 있으며, 국철학  일본철학과 

비교할 때, 한국철학은 연구자 수, 연구주제의 편 성을 포함한 여러 가

지 면에서 상 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북미주의 한국유학에 

한 학문  업 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국불교의 그것에 비해 양

으로도 지 않은 편이다. 이는 유교가 압도  우 를 차지하고 있는 국

내학계의 경향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주 학계의 경향과

는 다른 결과다. 북미주 학계의 불교 연구는 유교 연구보다 압도 으로 

많다. 특히 미국의 불교학 연구는 1980년 와 1990년 를 거치면서 그들

의 표 로 “폭발  성장”(explosive growth)를 보 다. 국내에서 불교는 

기복종교란 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서구에서는 불교를 실용

, 합리 , 과학 , 민주  특징을 가진 인생교육제도(“a life education 

system”)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김종명 2006: 024-31). 그러나 이 지역

에서의 동아시아 불교 연구는 유교와의 련 성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못

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을 포함한 해외의 한국불교학 연구 동향에 

해서는 Kim 2006: 5-8; Jorgensen 2006: 9-26; McBride 2006: 27-48; 

Mohan 2006: 4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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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 언어로 철학하기

동양철학계의 논문이나 서들이 일상용어에 의해 제 로 기술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 하여 동양철학에서는 언어란 본체의 세계가 아닌 

상세계의 제2차 인 가치로 이해된 듯 싶다(황 연 1986: 178-9)는 

진단도 제기되고는 있다. 그러나 언어는 철학을 담는 그릇(이규호 1986: 
46)으로서, 철학에서는 언어는 이미 심 문제로 부각되었다(황 연 

1986: 178; 이승종 1999:215). 특히  미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는 

형 인 방식은 언어 분석을 통한 근(정해창 2009: 17)이다. 
 한국 서양철학계도 동양철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용어 기술상

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철학 ' 심에서 서양철학 사

상을 탐구한 것은 20세기 에 들어와서인데, 재 한국철학은 서양

철학 수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서양철학 수용은 서양의 철학 

용어 번역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철학용어가 형성되고 일반화된 

것은 1920년  후반과 30년  반 경이다. 그러나 서양철학이 수입

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은 모두 한자어로 된 것들이었으

며, 그것도 일본식 한자어로 당시 일본 문화의 수  에서 만들어졌

던 것들이다. 따라서 안호상을 제외하고는 기 한국철학자들이 사용

한 용어는 일본의 소화(昭和) 시 (1926-88)에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

던 철학 용어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해방 이후 출 된 책들도 용어 

사용면에서 보면 1930년 와 40년 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추세는 사실상 70년  후반까지도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되

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철학 용어는 부분 일본을 통해 번역된 

것을 그 로 물려받은 것(강 안 1995: 15-48)이라고 할 수 있다. 
[Wilhelm von] 훔볼트(Humboldt, [1767-1835])에 의하면, 특정 민

족의 모국어는 그 민족의 역사  세계 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9) 이승환은 바람직한 한국철학계의 미래를 해서는 실에 토 할 것, 언

어의 화와 평이화,  개방  태도를 가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이승환 

1999: 71-2). 한  한국철학의 우수한 작 산출, 인간 정신사에서 외

래문화와 통문화 간의 역학  계 규명, 외래 철학 수용의 바른 태도

와 방식의 설정 등을 한 논의(남경희 1999: 49) 등도 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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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배경의 결과로서 한국인은 한국의 고 이나 서양철학을 번역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한국의 일상 언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철학이 아직 생활세계에 발붙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도 바로 이  때문이다(이규호 1986: 46-9).20) 따라서 앞으로 한국

에서의 철학 연구는 추상 이고 사변 인 개념들을 일상 체험 언어로 

되돌리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손 식 1995: 306-12). “철학함"은 

언어를 떠나서 할 수 없으며, “한국 인 철학함”은 “우리말로 철학

함”을 말하기(이기상 1995: 102) 때문이다.

2. 학문  지평 확

 한국의 동서양철학계는 스스로의 그리고 상호간 학문  지평

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문간의 화도 활성화 되어

야 한다. 
동양철학의 경우, 한(漢, 206 B.C.E.-219 C.E.) 의 유학이나 청(淸, 

1616-1911) 의 유학에 한 연구가 각각 선진(先秦)시 의 1/7, 1/10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그 시기가 지닌 철학사  요성에 비추어 

볼 때 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유학의 경우 텍스트가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게 많을 수가 없는 데도 상황은 이러하다. 
그리고 송․명(明, 1368-1662) 시 의 국철학연구가 선진시 의 2/3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도 조선시 의 한국유학이 주자학 일변도 던 

사실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힘든 이다(허남진 1995: 179-83). 사실, 
선진 유학에 연구가 집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동양학계의 실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의 에 의한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개척이 아직 미흡함을 뜻하는 것이다. 

20) 이러한 상은  한국의 일상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인의 토

(TOEFL) 성 은 세계 으로 낮은 편이지만, 고층 건물이나 도시 업

의 간 은 어로 된 것들이 많다. 반면, 서유럽의 경우는 다르다. 나의 

직  경험에 의하더라도, 서유럽인들의 평균 어 능력은 한국인보다 훨

씬 나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지역 도시의 간 들은 자국어로 되어 

있어, 어 간 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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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철학사에서 퇴계가 차지하는 비 이다. 

퇴계(이황)와 율곡(이이)이 한국성리학에서 차지하는 비 이 엇비슷한

데다 퇴계, 율곡 이후의 조선성리학을 주도한 것이 율곡학 임을 감

안하면, 퇴계 사상에 한 논문 수가 율곡 사상을 연구한 논문 수의 

두 배 이상이 될 이유가 없다. 이는 으로 퇴계학보의 향 때

문이라 생각되는 데 최근 격히 늘고 있는 소  문 학회의 역할이 

커진 것을 뜻하며(허남진 1995: 181-2), 이는 한국철학계의 미래를 

해 바람직한 상은 아니다. 이 경우, 객 성을 지닌 학문업 의 생

산이 쉽지 않은 것이 실이기 때문이다. 한 한국 동양학계가 학술

활동을 빙자한 특정인 창사업(오이환 2001: 13)과 학술  의미보다

는 “인맥 리”라는 정치 외교  차원에 더 큰 의미를 두어(이옥진 

2001: 13) 온 결과일 가능성도 크다.
동양철학계에서 연구가 부족한 부분은 유학의 경우 론, 인식론, 

경학 분야, 불교의 경우 우주론과 사회사상(허남진 1995: 185), 생명 

문제, 환경 문제 등의 응용불교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들에 한 

더욱 심층 인 연구가 요망된다. 그리고 동양의 사유 통인 유교, 
불교, 도교는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발 해 왔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만의 연구로는 객 인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에서, 
국과는 달리 도교는 한국에서 독립 학 나 종 를 형성하지는 못하

으나, 도교  향은 한국 통 지성사에서도 꾸 히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한 연구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는 유교와 불교에 한 연구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학(원)생들을 한 한국학 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국내 학(원)의 교과 과정에도 그 로 반 되고 있다

(김종명 1997: 151-91).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두 철학사상 통이 

한국문화와 역사 속의 한국인의 삶에 끼친 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재 한국 유형 문화재  국보의 반 이상은 불

교문화재다. 그리고, 불교는 4세기 반 한국에 수입된 이래 어도 

14세기까지 1,000여 년 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국인의 삶에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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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을 미쳤다. 서구의 한국학계 한 한국불교에 한 

심도가 높다(김종명 1996: 185-7;21) Grayson 2002: 1). 따라서 재 

한국철학계의 주변 학문으로 려나 있다시피 한 한국불교철학에 

한 더욱 심층 인 연구가 요망된다.
 한국 서양철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독일 이상주

의 철학과 미철학의 경우, 기본이나 기 가 되는 철학에 한 연구

가 부족하다. 이처럼 몰역사  태도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행

에만 따르려는 태도는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않고 있는 우리 철학계의 

한계요 단 이다(김효명 1996: 101-2). 그리고 윤리학계에서 칸트 윤

리학이 가장 많이 연구된 이유로는 먼  그가 최  최고의 철학자요 

윤리학자라는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요한 것은 칸트의 사변

인 철학  성향이 성리학  통에 익숙한 한국철학자들의 기질에 

맞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은 우리의 철학이 얼마나 

비 실 인 허구를 추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칸트에 

한 논문은 그 연구 주제들이 부분 복되거나 지나치게 일반 인 

것(도덕형이상학, 도덕철학, 윤리학 등)이며, 주제의 세분화를 찾기 힘

들고 특히 칸트 윤리학의 문제 해결능력을 검토하거나 비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황경식 1997: 77-8). 따라서 우리의 구

체  실 속의 문제의식들을 화두로 삼아 이 문제들을 철학 으로 

탐구하는 작업에 더욱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철학과 종교철학에 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김 정 1997:116). 

21세기는 문화의 시 며, 한국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들을 포

함22) 살아있는 문화유산들이 많다는 에서도 문화철학에 한 학문

 심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미국 하바드 학교의 석좌교수인 새

뮤얼 헌 턴(Samuel Huntington)은 1991년 냉  종식 이후 세계정치

21) 이 은 Lee 1993에 한 서평인데, 이 책은 한국문명사에 한 외국어본 

 가장 우수한 책이다. 이 책의 큰 특징 의 하나는 본문의 반 이상에 

해당할 만큼의 지면을 한국종교사상 분야에 할애하고 있다는 이다. 그 

, 특히 한국불교에 가장 많은 심을 보여주고 있다.

22) 한국의 세계불교유산의 사상과 의의를 논한데 해서는 김종명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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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규명하기 하여 펴낸 자신의 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문명충돌론’을 제기하여 일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이 책에서 탈냉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

는 가장 요한 기 은 문화며, 이는 가장 포 인 차원에서 문명을 

의미한다고 하고, 문명의 핵심은 종교라고 주장하 다(새뮤얼 헌 턴 

1996: 20-48). 한, 국 쉐필드 학교(University of Sheffield)의 한

국학 과장인 그 이슨(James Huntley Grayson)은 “한국은 세계 종교

의 실험실”이라고 하면서 한국 종교 연구의 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서양철학계 연구 분야  가장 취약성

을 보이고 있는 종교철학에 한 연구 제고는 시  타당성을 가지

고 있다. 
재 한국의 철학교육은 서양철학의 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양

철학이나 한국철학을 다루고 있는 경우라도 그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

과할 뿐이다(이기상 1997: 200). 한국에서 철학을 한국  철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통과 실에 터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다(이진우 

1999: 174). 따라서 서양철학도 한국철학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 

해서는 한국의 통 철학사상에 한 이해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좋은 를 국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국에서는 

통철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철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데, 방동미(方東美), 모종삼(牟宗三), 당군의(唐君 毅), 양수명(梁
漱溟) 등 근·  국의 한 철학자들은 모두 서양 근· 철학에 

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통철학을 재해석해내고 있다

(이승환 1999: 71).
 한국의 철학계는 서로간의 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그러나 화는 학문 연구를 한 필수조건이며, 보편  진리에 

근하기 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다(이규호 1986: 51-2). 따라

서 한국의 동양철학계와 서양철학계는 내외부 련 분야와의 학문  

화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한국은 수동성과 폐쇄성을 벗어나 세

계사의 흐름을 보다 극 으로 편입했어야 한다는 자성에 많은 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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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동의하고 있다(남경희 1999: 50)는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외 종속성 탈피

 한국철학계는 학문  외 종속성에서 벗어나 창의 인 철학

하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세기 이 의 우리 철학사상계는 국의 지  향을 거의 

으로 받았다. 이와 련, 한국 종교학의 부인 이능화(李能和, 
1869-1943)는 주자학 가 주희 우 의 사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희

를 공자보다 앞세운 통이 생긴 것처럼, 조선 말기 주자학의 호락논

쟁과 조선 성리학계에서 개된 다른 학설 논쟁들은 변증과 고증을 

일삼은 채 자기 창작을 하지 못하 으며, 이종선 삼종선 논쟁의 배경

이 된 조사선 우  사상도 임제종이 임제 의 에 도취된 나머지 석

가를 경시한 풍조의 결과 나타난 것으로서 같은 결과를 보 다고 비

하 다(김종명 1998: 245-6).
20세기 이후의 우리 학계도 일본, 유럽, 미국 지식 사회의 향을 

크게 받았고, 이런 경향은 재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

리 학계의 학문  종속성을 인정하고 자각을 구한 학자들은 이미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오늘날 우리는 동양철학 연구에 있어 주로 서구 학자들의 손에 의

하여 이루어진 동양학23)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자각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길희성 1986: 202).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철학사상 으로는 식민 상태가 지속되고 있

다(백종  1995: 8). 모든 철학 이론들은 문제의식의 결과며, 문제의식

23) 동양학이란 19세기 서유럽의 정치 . 경제 . 문화  팽창과 더불어 서구

의 학자들에 의하여 발 된 학문이다(길희성 1986: 202). 그러나 이 동양

학이란 표 은 1973년 리에서 있었던 세계동양학자 회에서 마지막으

로 사용한 단어가 되었다. 동양학이란 말 자체가 서방 유럽인의 식민지사

에서 비롯된 표 이었기 때문이다(변규룡 1986: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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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랜 역사  과정의 산물이다(남경희 1999: 56). 그리고 한국의 철

학이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한국 사회 문화 속에

서 생기는 학문 인 문제를 원리 반성 으로 탐구하는 지  활동 

는 그 결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백종  1995: 3). 그 다면, 
한국철학은 우리의 실에 근거하여(심재룡 1986: 229; 손 식 1995: 
321; 정병조 1997: 14) 우리의 역사  과정의 산물들인 문제의식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언어에 의해 철학 으로 탐구할 수 있을 때 한국철

학계도 외  종속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4. 몰 역사성  맹목  통 존  태도 불식

(1) 역사  이해의 요성

의 한국철학계가 철학사상의 역사  배경에 한 검토를 소홀

히 하는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안  의 하나다. 정치․경제 

상황은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양상에 범 하게 향을 미친다(백종

 1997: 1). 그리고 에 있어서 인문과 사회 연구의 기 를 이루

는 것은 역사  사고방식과 시각이다. 철학사상을 비롯한 인간이 만들

어 놓은 모든 사물들은 반드시 역사  기원을 가진 채 변화해 왔다는 

생각은 모든 인문학 , 사회과학  인식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  가정

이 되었다(길희성 1999a: 51). 모든 담론은 그 담론이 생산되고 개

되는 장과 무 할 수 없으며(최 진 1999: 104), 철학 한 시 의 소

산이다(이규호 1986: 57). 즉, 철학논쟁을 비롯한 모든 학문 논쟁은 시

 상황의 반 이며, 자기가 속해 있던 신분 계 의 반 이라는 이

다(권인호 1995: 182). 유교와 불교의 수입과 개도 외는 아니다

(서정형 1999: 142). 이 은 우리가 한국 역사상 개된 논쟁 학설들

을 분석할 때도 필수 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이다. 즉, 교선 논쟁

(1995: 13-22), 주자학 수용(이상호 1995: 249), 유불 논쟁(박경환 

1995: 71-9), 주리주기 논쟁(조남호 1995: 145), 사단칠정 논쟁, 인물

성 동이 논쟁(김형찬 1995: 223-4), 이종선 삼종선 논쟁(김종명 1998: 
225), 서학 논쟁(김형찬 1995: 228), 돈  논쟁(이효걸 1995: 50-2) 등



한국철학계의 동향과 특성 407
은 모두 각각의 시  배경을 바탕으로 개 된 학설 논쟁이었다.

철학 사상의 운명이 역사  혹은 시  산물이란 한 형 인 

는 최근의 학계를 통하여서도 발견될 수 있다. 90년  반에 주요 

담론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론’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멸망의 책임을 

유교 탓으로 돌리기도 했던 20세기 의 지성들과는 달리 지난 수년

간 아시아 경제의 속한 성장과 함께 유교의 정 인 역할이 동서

양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소  “IMF 
상황”으로 최근 동아시아 경제가 다시 기 국면으로 치닫자 그 기

의 주범으로 유교가 지목되면서 70, 80년  부신 경제성장에 힘입

어 두되었던 ‘유교 르네상스’는 좌 되었다(최 진 1999: 103-6).
역사  시각을 무시하고는 한국불교도 제 로 연구될 수 없다. 역

사  시각은 역사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의 경우 더욱 필요하며, 
특히 불교와 같이 복잡다단한 상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오늘의 한

국불교는 어떠한 역사  경로를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를 묻는 일은 한국불교 이해의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길희

성 1999a: 51).24)

한국에서 개된 서양철학 분야에 한 역사  이해도 반드시 필요

하다. 특히, 서양철학 수입 기 이래 일본 학계의 향은 상당히 컸

다. 철학사상 역에서 우리는 일본식 한자로 짜여진 신조어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상당 기간 서구 철학에 한 일본학계의 이해 수 에 

매이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식으로 선 이해 된 채 부분 으로는 오해

되어 유입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령당한 시기와 그 잔

재가 크게 남아있는 시기에 일선에서 서양철학 수용에 앞장섰던 사람

들을 평가할 때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서양 제국 간의 계를 꼭 염

두에 두어야 하며(백종  1995: 108-9), 이러한 지 은  한국철학

계에 한 평가 시에도 용되어야 한다.
재 한국의 철학계는 서양철학계가 압도하고 있으며, 그 에도 독

일 이상주의 철학과 미철학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1920

24) 한국불교사 연구의 일 방법론에 한 논의는 김종명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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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서양철학이 한국에 수입된 이래 1960년 까지 한국에서의 독일철

학의 세는 독일 사람들조차도 의아해 할 정도로 단했다(백종  

1995: 121-2). 그 세가 좀 꺾 다고는 할 수 있지만, 재까지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철학분야다.25) 그러나 이러한 상의 배경에는 역

사  맥락이 깔려 있다. 서구철학 사상 유입 기가 한국이 일본에 

령당한 기간이며, 같은 때에 일본과 독일의 계가 특별했다는 데서 주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세계 열강의 역학 구도 상 독일의 향력이 

히 약화된 1945년 후에까지도 이런 연구 경향이 상당기간 지속

던 것은, 기왕의 연구 인력이 독일철학에 친숙해 있었던 탓으로 볼 수 

있다(백종 1995: 107-8). 
칸트,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 쉘링(Friedrich 

Wilhelm Schelling, 1775-1854), 헤겔로 이어지면서 개된 독일 념론

의 핵심은 세상사를 보편 으로 이상화하는 정신이었고,  무한자를 

동경하고 열망하는 정신이었다(백종  1996: 10). 따라서 1960년 의 

산물인 “국민교육헌장”이 표명하는 국가철학과 개개인에 한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헤겔의 국가철학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이 분명하

고, 이것은 1930-40년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나치즘과도 먼 거리에 

있지 않았다. 독일 이상주의자들의 국가철학이 독일에서도 세계 1, 2차 

 때는 국민 교육의 필수 교재가 되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일제 치

하 때부터 해방 후까지도 곧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독일 철학 가운데서

도 헤겔의 사회.정치.법.역사 철학을 심 연구 주제로 삼았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있다(백종  1996: 21-2). 
20세기 반에 걸쳐 한국에서 개되었던 사상 일반이 그러하 듯

이 1980-90년 의 서양철학 수용과 한국화 과정도 정치  불안정과 

경제  안정이라는 정치․경제  상황과 맞물려 개되었다(백종  

1997: 1). 1980년  사회  상황에 철학계 한 큰 향을 받았으며, 

25) 독일철학은 1960/70년 에는 가히 국가철학의 배경이라고 할 정도 으나, 

70년  말부터는 려오는 미철학의 세에 퇴조 기미가 뚜렷했었다. 그

러나 1980년 이후에도 한국철학계에서 독일철학이 쇠퇴하지 않은 것은 독

일의  한국 학생 장학  정책의 효과라 할 수 있다(백종  199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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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 의 특징은 ‘사회철학도'가 증했다는 이다. 1980년  한국

철학은 ’사회철학 시 '라 할 만 했는데, 그 ‘사회철학’은 마르크스주

의 내지는 좌  사회철학을 뜻했다(백종  1997: 8). 그러나 이 사

회철학 운동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비롯한 세계사의 흐름과 주변

국의 변화에 그 함성이 차츰 묻히고 말았다(백종  1997: 20-1). 
따라서 한국의 철학계는 특정 사상 연구 시 지 까지 경시되어온 

사상 성립의 역사  배경에 한 검토는 필수 사항일 것이다. 

(2) 맹목  통 존  태도 불식

통에 한 맹목  존 의 태도도 건강한 학문  발 을 해서는 

걸림돌이 된다. 이른 바 통들의 경우, 그 기원도 최근의 것이며, 발

명된 것들도 지 않다. 역사와 통을 자랑하는 국의 왕실의례는 

“천 년의 통”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통’임은 그 좋은 다. 문제는 이런 발명된 통들이 역

사와 동떨어져 있으며, 정치  의도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된다는 사실

이다(에릭 홉스  외, 2004: 7-8). 일본 명치 시 의 황실의례 한 꾸

며낸 것이었다(다카시 후지타니 2003: 146-98). 
동양의 역사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태도의 역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국인들의 통에 한 맹목  존 의 형 인 들은 사
기(史記)에 한 그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믿음과 ‘천명’(天命) 개념

의 수용 에서 볼 수 있다. 과거 1천년 동안 정본으로 인정되어 온사
기의 거의 반이 이제는 작인 것으로 명되었다. 만약 국인들

이 선 의 가르침이나 통에 한 지극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실

수는 처음부터 조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Hu Shih 1974: 104-31, 황

필호 1999: 282에서 재인용). 그리고 주(周)왕은 기원  1122년 천명 

개념에 의해 자신의 건국을 정당화시켰다. 그 후 국의 거의 모든 

정치가 뿐 아니라 역 들까지도 이 개념을 자의 으로 해석해 왔다. 
천명이라는 개념이 선용도 되고 악용도 된 것은 국인들의 통에 

한 무조건 인 수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황필호 1999: 28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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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논쟁 학설들이 본격 으로 개되었던 조선시 의 2  특징은 

‘사 성’과 ‘유교화’ 다. 통 논쟁 학설들의 주역들은 국인들보다 

더욱 극 으로 이런 시  상황에 동참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통은  한국철학계에도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학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해서는 복고주의  태도에

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동양철학계의 철학자별 연구에서는 

공자에 한 연구가 가장 많다. 이런 에서 다음과 같은 비 에 우

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자 사후에 발생한 모든 존경심은 그의 본래 의도를 곡해한 것이

다. 분명히 공자는 선한 행동이나 도덕  행동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 다를 수 있으며, 이런 뜻에서 어떤  진리의 존재를 믿지 않

았다. 한 어떤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한 우리들의 

지식은 상 일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황필호 1999: 286).

Ⅴ. 맺음말

한국 역사상 개된 표  학설 논쟁인 사단칠정 논쟁, 인물성 동

이 논쟁, 이종선 삼종선 논쟁, 돈  논쟁 등은 비 일상용어의 사용, 
형이상학  논의 심, 학문  편향성, 학문 상호간 화 부재, 몰 역

사성  맹목  통 존  등의 문제 을 남겼다. 이 문제 들은 

 한국철학계의 양  축인 동양철학계와 서양철학계에도 여 히 이

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철학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해서는 살아있

는 우리의 생활언어로 철학하기, 학문  지평 확 , 학문  외 종

속성 탈피, 철학사상의 역사  배경 검토  맹목  통 존  태도 

불식의 과제들이 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실화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의 공론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으로 이 땅에서 철학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있을 것이다. 쓴

이의 견해로는 이 과제들의 실화를 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차  

자세는 주체 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실천’이 아닐까 싶



한국철학계의 동향과 특성 411
다. 한국 사회 발 의 걸림돌로 지 되고 있는 학연, 지연, 연의 문

제26)로부터 우리 학계도 자유롭지 못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 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과 극소수의 성리학자들을 빼고 나머지는 도

심을 가장한 채 인욕으로 분칠한 논쟁을 벌 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나 지 이나 당시의 실 상황에 한 비 과 개  그리

고  다수 민 의 이익보다는 보수 안존을 꾀하는 소수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을 속임수로 끌어들인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권인

호 1995: 200-2).

미래에는 “지역성과 특수성을 넘어서며, 인류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철학  과제이자, 세계철학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남경희 1999: 58)라는 을 인식하고 아  차원에서 

우리의 철학하기에 학문  정열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요

구되는 덕목은 주체 으로 사유할 수 있는 용기, 학문  비 을 겸허

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다양한 형태의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

는 용기일 것이다. 공자도 행동인이었다. 그는 “의를 보고 행하지 않

으면 용기가 없는 것”(논어, 爲政2: 24: 2: 見 不爲 無勇也)이라

고 말했는데. 이것은 결국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황필호 1999: 284-5).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이와 다

르지 않다. 그가 정신  자유를 얻기 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팔정도

(八正道)의 실천 덕목도 용기 다. 인류 지성사의 한 선각자들이 

앎의 실화를 해 제시한 실천 덕목은 실천을 한 용기 음을 

의 우리 철학계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용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은 당연한 선결 조건일 것이다. 

26) 이러한 한계성은 한국사학계에서도 발견된다(김종명 2009). 

김종명

한국학 앙연구원

투  고  일: 2009. 12. 04.

심사완료일: 2010. 02. 15.

게재확정일: 2010.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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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i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hilosophical Circles

Kim, Jong-M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an examination of the 
trends i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hilosophical circles; and a 
search for the prospective future of research on Korean philosophy. 
To this end, this research examined the following issues: discourses 
on philosophical ideas in pre-modern Korea, which include 
discussion of the four virtues and seven feeling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things, the types of 
meditative practice, and sudden and gradual enlightenment; the 
limitations of such discour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ilosophical 
circles in contemporary Korea; and prospective ideas for the future 
of research on Korean philosophy. As a result, the use of 
non-everyday language, a focus on metaphysical concepts, unbalanced 
research on philosophical ideas, a lack of interdisciplinary discourses, 
the neglect of historicity, and a blind respect for tradition emerged as 
pending problems found in the philosophical circles in traditional 
Korea. These problems still linger in the field of philosophy in 
contemporary Korea, and the prospective future of Korean 
philosophical circles will depend on overcoming these points a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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