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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갇이 外來/댐A덩달 細떠한 後어}는 그것윤 우띄의 것으로 만드논 짜Ir51

욕 많이 볼 수 있는데 젠펙핏댄DJ도 그 하 L'-의 例파 관 수 있다.

韓國뽕想과 西洋近代思想、

{J~ J끼

장、 기‘ 發갔는 짧]칸。 1 안 '''1 01 '잊펀으 긍 서 (\:한다

fF ?!E 폐，1샌펀‘파 ;’+來jEfE!과의 7%觸에 있、악 보다 오늘어1 평판된 時~1JJ에 있

어 도하l.-}의 해{j섣띄는 파j겔j 마1:f한가 j~t·/κ主펴깅Ij하 i파 f!5j댐할 여〕 딩II ~.εf 세 C의 週묶

(實質맨_2_5_~븐 }낸j파 t띠 It;뀔탬이었자만 )에 잊어 댐피껴RV Jftj꾀이 0] 떠하였으

며 , 外來‘펌想의 잦짝에 있 에 。i r더 하녔느냐 ? 이 것은 곧 때i"~近↑치」뜸!;샘과의 칫

涉이었마. 매처체1 ft時흉!閒閒 3때낀으로는 1뻐870

부다 I다져 볼 것이다.

1. 令玉」쉰의 開 it찌펀1 ←운玉j한야 近(I:At 펜띈익 !=1K을 팩:51 야l ←댁 I꾀~I까]얀

又物을 받아플일랴는 펴핏〕은 1876年 開빠에 ζI 른- 디 7、 JC物어] 4%→f핸하변 서 -뉘다

61 었다. ←→쐐의 人:1::는 앞서 해을 通해 w:界大}s~틀 암고 있딘 것이지만- 보고

알고 생각한 것을 때센「의 開 it(=近代化)룹 우}긍‘「녁 커 꼴랴고 생각한 바플 實

i짧할랴고 천力한 사람은 아두태도 :*펴J쉰엘 것이다. 1881 쇠二(팎딘) , 遊짧댐의

海外視察， 1883 i밤에 자 It듀뮤"I 日 T 플 거 7~ 핵동원·부「뛰 틀 댐F한→ 흰평[어1 의 펠E띔

使 ~行은 近i~tli:J界에 눈윤 끼은 잣이다. 그라나 ifiJ: IJ II늬의 띤」따의 K찌띔은 눈

윤 뜬 사람들의 생 각윤 두 강래 5}立시 :사 었까.

2. 徐載弼과 iftt닫휩~→-19 tit紀 커Z~필이1 있어 판ntCF윤 開it/，] 칸라는데 았야 띠

FF의 近代디인엔 ιl펴챔、을 팔3찜 賞많하는1:'11 있어 ?t킹풋的 두 λ} 란표← 팩해 볼 수 있

을 것이마.

(1) 徐패팎~→~金玉j쉰。1 EI ，2(.;‘ j따學生윤 .'i..낼 l대 한 사 댐-으로 뎌 ;rk에 가져 껴f

1짱퍼II짜윤 만고 팔아외- 1884 조F(rlll:[l) i따變때 開化派의 -fit으로 파外어l ι쉰핍，

랫텅힌'f1{學플 하거1 펀 /까펀:£NHS은 1896 쇠조어] 歸 l행파여 핏텔1에 서 브그L 웬떠한 j떡 l펴:마I

E띤웰YJJiJ3't윤 通하여 ibq 《j사란「등 !!승2하기에 단썼다. 테 랬jt'1ft~'r즙 通하여 「독

합신문」을 通하여 줍돈 권」않한 人 h들이 긴通뇌깨 지니고 있았민 새각o1.A1 만

한자리에서 }임펀，~낀인 일쥔- 난당하게 되었다.

(2) JfrI솜溶-1881 :t티 E 끽〈 맛힘에서 福뿔!E참 E닫어]거T 셔 편W덴찰→ 만었고， 이 아

팩델r-저 럼 의 ;jift띠 樣1§윤 _~;:~..J工 뜰아 온 gn딛f깐찾은 JFll1lUXr變後 j싸땀;한 ;때淸IlJ

안 댄섭전派에 ~볼I:l 야lj [찌되 었었다. 그는 。l 패때 다1 티J!C →죄는폐 ←융램의 lj떠l 을→

主로 日本人 文댐R어1 {κh상하c커 1\t 11변하았다}. 그갓。l 「 :EiJi면聞」이가. 01 씌관 1κ

f끼:사렘 。 1 ft.q歐近이피d;합의 樣탬윤 ~~J~tl 마]으」굳→ 1짧픽S았자 *Mi학1- ~표(‘한- rX댐~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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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 이 책윤 通하여 I템따의 開化릎 主張하였약. 經濟的인 發밸 資1/1:主義

化， t딘權의 행펴←댄主드는義채m벼의 F댄~\r7 윤 主따하였다.

3. fll~民地化過程에 있어서의 댐精기때 두 사람의 핍샘을 通해 때l짧的인 j암

젠、에 接하였을 쁨 아니라 6를接 近{~X:化의 一I떠윤 l행內에서 1-=1 뽕하며 fiti外國

A의 바入에 따라 그 }딘센的인데 接하였 뜨나， 그 受容-많開에 있어 함質的。 1

였딘 條件으로 當時의 햄센。1 ia 本」의 합[l ift에 따라 順a'.;地도 j파현되고 있어

i펴剛}쉰想、의 理f떠{-i~l化에 있어 「폐jMr」의 實↑펌윤 뽑탤하게 反n맛시카게 되었마.

<質疑應答>

<司 홈>

그러연 質問을 받겠읍니다 1'1 11딘은햇*::1해서 말씀하여 주심시요.

<質 問>

tιIe 녕말씀에서 어떤 땀9:'-떠 돼웹와 펜~t썩어1 매하여 회의플 가지고 있읍니다. F랴의 ~J~

첼 fi~ 핏띠에 매하여 jtil 님께서는 어떤 *i{깨p(끼인 찢겨、륜 말씀하시치 않고‘ 마얀 때歐의

우세를 화약이 나 수증71 의 힘 에 의 한 武;JJ 따， ~W 패:'13싱 fO j찢素만 생 각하셨는더1 , 그러 면 우

퍼에거1 는 精神따으로 맞섣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렇마띤 ff學과 科學음 만드

는 j낌 1l1h ;JJ ， 歷史의 }땅폐力이 무엇 잉 니 까 ?

<司 홉>

간단 ε1 만하건 歷민으I I띤꾀 }J 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시지요.

< 朴 >

나는 1러한 잣 까지 다루지는 뭇합니마 애 우 어리운 |씌 il덩입니마. 쿠대여 말하지띤

마 心I찢압니마. ￥십i패에서 말한 'I-리 J띤想이 듬。1 난 해의 :L'n탬이 원동력인 것암니마， J다[꺼

;JJ은 마른 것이 아니라 해j쩌Ir[~ 인 것인 同 H:}에 :~뺑!Ui0~1 갓을 다 master 한 것 r닙니 다. 그

러 냐 굉 장한 歷史의 끼(<[Y! 力。l 무엇 이 라고 말할 수 없 읍니 다. 이 외 관계 하여 말한다연 , 요

샤이 經濟R틴發 5 뻐fl j|J;|1을 하고 았는데 내가 함學을 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신 돈

이 없이 거리를 걷으면 갇을 가운이 나지 않읍니다. 이는 우엇이냐하면 經濟(FJ h%F}: , ?g
'lIM f이 i，*ft1이 !tl찢하다는 t갚엽 니 다 그런데 5 個年감I 밍U은 人心。l 나쁘고 올바은 펴샌f[~

It!핀을 못하게 된 。l 깨 개 우 Xl!:찢하긴 합니 마 經濟條n이 좋아져 야 파고 또 야떤i’ 經濟條

{'I:이 나쁜것만은 사신인매 이러띤 옹바른 생각을 못하게 휩니다. 이것을 바로 잔 하려고

한다면 이것의 뺨 'V!， 션「는 經濟마)f(j; f'I: 01 좋은 者라야 합니다 이평다연 누가 함니까. 아마

外國人이 하여야하겠는터 1 치금은우라가하고있읍니막 5 떠뚜 IT-ra씨에는前꾀가 있이야

합니다. 經濟 ifJ iF1'i깨:이 나쁜이1 도 {;써하고 。l 것을 윷바르게 하려면 애우 생각이 올바러

야 합니마. 그러변 經濟따 {I;!S(’ 1 이 나빠도 해神만을 올1J1·러야 한다는 前↓닌가 있이야 합니

냐. 미] 精神며인 페이 앞서야 한마는 前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야 두 페을 갇。l

늪여다 보아야 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人心이 좋아지는 것은 편따잉니다， :fL Cj’도

값한 것이 敎함보다 앞선다고 했읍니마-

i짧~敎 #0] £;:調되 나 돈이 둔제앙니마 그러나 이와 |퍼 1판에 孔子는 심이 쇼보마 j묘하

냐고 했읍니마. 이는 J13 ffi 의 말과 갇。l 子L子의 처음 말은平펴 n~，의 일이고， 非rn~ 1l잔에는심

이 있어야 I':i멧I: 이 서고 나라가 섭 수 있、는 것암니마 t~rJ :11'챔 j반에는 {끼이 tt 行합니다. 經

濟(f~ 條 1'1: 이 냐쁜 애는 r. ;이 j시]이딩가 됩니마 아무리 셉파=1←판가 환말하 1:: 래도 iii' 이 없을

애는 이것이 虛맘앙니다 歷인의 JIR IT!JJ力은 여러가지 았으」나 또 무엇이라고 연산할 수도

얀으 L} :L란 것이 아닌 人川J 01 λ떠뜨로서 저1 대로 설 매에 무엇이 E가 되고 우엇。 l 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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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 뇌 는 것 이 , 웅직 얀 이 바 른 꺼 이 바로 歷민의 「S→것 임 C} ?삿 (;J 니 마

<質 問>

델{펴의 l찢듭는 우리 카 뭇사는 에 [II 가 0.1떤 精神m 이] /1 의 란 여 어1 있지 않-나 하는 것 압 니

마- 때歐가 앞선 것은 prote ， tant 에 았고 또 이는 FPL피이나 印，Et .9-1 )딘챔보다 앞션 것이 싸

넌가 판니다 딘本이 디그패이나 우ζ1 나마 보마 갚선 것은 갓윌펌샘에 있치 양냐 하는 제

요， 7'G:'t념 말씀은 우리가 띠歐에 떤이진 것은 科學 (IJ 인 i띠어1 'U;'1 뺨폐1 I이인 l헤어1 았지

않다고 하셨는데 :Wi 패P II얀인 7띠에 서 c.~ :던 년 어 진 것 이 잉 ;z] (Cl:달까요 ?

< 朴 >
科學때인 퍼에사의 강샅f57} 핀 r펀l‘이고 精떼1바1 언 ]패에서 참간 공배이 있였딘 것은 cLRJ 니

마. 이란 l퍼。1 신당히 플이올 可디E덴은 았었」ζ나 아마 핏 분。l 룹;릿하낄 것야리 생각 파

A1 얀 득히 天E브敎 단안파 관련되꺼 김이 막힌 것이 아난 71- 합니다 。l 컨 꽃‘求가 없었던

잣은 아녀나 그래서 結폐떠ζ 감{을 지 1팡하기는 하딪 으냐 이것이 순조휩(지 암아 'L늘날 더

욱문저1 가됩니다.

<司 홉>

。1 問迎는 朴5t生난 발씀매로 τ+음 분이 날/셋 c-섣것 간고 또 n광/띔隔{팎 h 그만 그τ치고

한분만 한!임을 三1 년1겠 읍니마 죠↑송찬니마다간 4tf4 , 7굉JY ， 댐l자r을 말씀하여 주심시요.

<質 問>

5'G住남꺼1 서는 우리 나마야서 科學따인 w한에 §￥펴 01 없였던 껏온 우리 ci] 꺼l 는 힌이 없었

고 펀낸에저는 。1 !lC，~이 TIm 했다 하졌는lOll 그라 한극- 아람에거]는 서 양에서의 eros pathos따

언 學 R덩{비 열망이 없 였 응니까 9

< 朴 >
。1 것은 내가 너푸 간띤히 말상여 나은 냥연한 강둔이너마. !z뎌야사한들은 技짜:rili'에 잉

어셔 자꾸 응용하여 보니까 밖으로 확장하는 힘이 드;였、고 즈E JJI]速떼으표 뒷비침된 것 갇

읍니다 科學에서도 젠혐떼인 것이 받。1 뒷파챔피는데 이릎 "'I -용하켜 보띤 物資륜 얻는

마든지 또는 판아서 재fζ(을 얻는τ}든가 하여 돈이 많아지면 f쫓겨::1'짧카 形 rrz피고 렉 이 더

와 생겨 더욱 그팽거1 폭] 것이 아넌카 단니 co}. _?_러 나라 ell 셔 學돼 It! 힐단커 얹었다는 것

은 아니파 저쪽에서는 깎쩔 If]으로 發줍하고 또 c'.는 것이 힘이란 쳤멍카 니서 윗바쉽하

다2"-니 σP 우 피←괴가 난 껴입냐다- 이는 으늑r 닫아]도 카찬가지카 아닌 7' 단니마.

<司 會>

마음1":::[ l;'ij은 주쉰，J<카tt한테의 :살각인 ν1 ‘;←→般때으토 말하여 外來;uι판 한이듣알 수 았

는 生핀띠언 條꺼:괴 드E 의욕작인 lui·응 생각하게 뇌는데 佛췄의 發生lli!니 키I:젠 '&S] 짧진

t띠에는 템줍으1 條{↑:이 우리만 곳차다. I~I)양?: τp 떠헤이]서 盛혔는데 이 폐음 악떤거1 상각하

식 니 까”파는 것 엽 니 마 그렌 :-:j~ ~;f;S ~t딛 ‘ ο1 분저l 어l 그만하여 만씀타낙 구선 시 요.

< 李 >
원~.~악 깅끗冒가 明確능1-A1 않는디1 닝 라 가 4 푼-"] 가 있는것 갇읍 니 마 ‘ 딛1삼」껏의 짧긴j꾀어

는 物힘과 해神의 條(L~야 갖추어저 았지 않고 만한하다. 01 것이 우각 나다 (.)1 등익오는데

우리 나라나 대패의 현펀은 좋았마 ℃끈 거?}서 말하지는 않았지얀 우괴는 풍피l 커 염、고 또

대 1펴도 二l라 파다" 이란 f표 I~n 얀것 감음니마

發:-1=한τ}는 것괴 퍼U來오l는 다플 품제인 것암니마. 이다서 짧It할 수 았느냐의 |돼 ji핑와

닫아 들이는 것과는 마른 것입니다. ('1 떠한 條件ι1 서 發:'t.했는가는 어려운 문지입니다

必然的 修{牛에서 그러 파약는 것은 펌따에 서 보다 ;파종it!':! 體의 늑F11~딘쐐에저 f$ir꺼하는 젓이

나을 것엽니다. 二L막나 내는 여커서 뺀II學κ1 인 rei 어1 서 말하라고 하지 않읍니다. 다딴이삭

기찰 수 있는 것은 歷핏의 우연성이 아년키 하는 것입니까 만아두렌 씨U 을 보던 바敎나

E업찾가 둡어 오는걱l 좋은 Mii까 또는 나쁜 條件。] 았을 수 았는더] j팩쥐가 다 IUtE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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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 니 다. 다얀 兩 地域의 뀐」來의 經路와 i없찌의 J'11U\t에 표異가 있을 뿐아 지 이 플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1>1質의 것이 아넌 것잉니다 Hll 가난과 {까足은 이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엽니다. 中國에는 宗敎가 없었다고 하나 中얘에는 佛짧와 갇은 찢素가 았으며

또 佛敎가 中國에서 환영을 받은 것만은 사신입니마 그러나 佛敎가 中뼈에 플어 올 때는

밍想따 찢￡라든가 主體따이 없었떤 것은 아닙니마. 씨했가 있었고 펴왔의 ;;'6行 7간學J탠‘:tEl、

。l 있었는데 단지 。l 들이 견핍한 {~{f~ 때문에 ιp~ 人이 {~~敎를 환영한 것잉니다. 그러연

f; /，)敎가 가지지 못한 {iJ{i件은 푸엇이냐하면 _-7-것은 ok來어1 대한 생각인 것앙니다. 구체적

으로 k來릎 내 다보며 現在와 現在플 說明하는 歷史뼈이 中햄l의 단i잠l댐산!에 는 j펴調되 아

았지 않았던 點이기 때문에 "pI패에서는 5;경IftJ 열망으l 충족의 조건이 었었고 꺼}敎가 열

광적으로 환영을 받은 조건이 된 것엽니다

또 한가지 質問이 있는데 이것은 “人돼의 }서메이 II.의 16實을 위해서는 外jfq‘的 條no]

았어야 하는데 佛敎에서는 이 뻐‘이 없다. 이것은 {써왔까 힘을 펼 수 없는 條 {LI: 01 아닌

가? "하는 것엽니다. 質問者·는 商大生으로 댐大let:마운 질문압니다 j써大 It 윤은 아마 Max

Weber 의 ‘땀想어1 첫 어 있을 것 엽 니 마. Weber 에 k삿하연 프로대스만F 의 f'-f木::bi% 펼l#;가

'H;要한 精神史가 되는데 。l 와 갇은 질문은 佛敎가 오래동얀 우리에게 깐뭇 이해된데에 치

인한 듯 합니마. 지금까지는 써敎는 中때에서의 解釋어1 억애었고 오늘날 ill:빠以來의 배n

에 서 의 ;;敎(1'J {ilur면의 觀點에서 보면 {뻐했의 떠{u딘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또 바發兒되

지 않았다는 챙펀이고 이는커녕 우리에게는 인습적인 해석밖에 없기 깨문입니다 질문에

서와 갇은 우려는 必要가 없는 것엽니마. 앞으로는 더육 佛敎의 經濟아j 댄젠이란 것이 재

천명될 수도 았고 또 이를 위하여 jjt뱃으로 돌아가 冊해하고 過초와 같은 의곡펀 이해플

本質的인 經典의 解釋매문어] 고쳐지고 았기 때문입니마. 이러한 根據블 을면 때쐐f에서 淑

純로 가는 힌純의 f51:明운 Jl體(띤으로 보다 넓고 넓은 뻐點에서 생각하면 좀 더 現寶에]인

.fIH~，11i을 언을 수 있읍니마 끼 j폐 이것이 프로테스만트처펌 악착할지는 울라도 긍정할 수

았는 띤期의 캘盤이 佛敎에게는 있읍니마. 지금 당장의 땅解는 굉l!fi!i이나 그렇다고 하여

佛敎가 '].\l {ef에는 이플 짧明할 면、찬!으로 해석할 수는 없읍니마.

<司 홉>

지금 핍問은 商大의 金수길감파 文땐大의 金장환군입니다. 마음은 뼈iI까烈선생께의 견

문언데 “우리 나라에 天 E줬가 뜰어오는데 政}台的 탄압이 있었으나 L\\댐에서 天主敎의 {긴

{m을 가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나비 恩想體系속에서 마시 檢침할 것이 아닌가”하는 것

압니마.

< 柳 >
史學科 !lit:興械간의 Tl hili 언어1 i드!등류를 우릅쓰고 繼땅펀 마는 點에 :;ejf따한 Z1~밍입 니 마. 나

는 天主敎플 맏아 듣。l 게 된 것으로 딴댐는 신앙적으로 ['j 紙의 狀뾰여고 또 政治에서 펴

난 사랑플。l 寶學에 잉L띠하마가 天主致플 띤게 된 것이고 또 本來의 하능 낌拜의 장재으l

식파 결부되어 致햄가 섣링되었다는 세가지릎 말할 수 있음니다 「天:1'.빨꿇」카 번역펠 에

는 댐敎恩쟁과 比較되었었읍니마 _~L란더1 {I; 敎思샘을 잔 알고 있는 웰學쯤틀은 댐敎댐想

에 큰 厭*을 품고 였어서 여 71 서 큰 同팽을 얻은 것엽니다 天Cι敎가 약 100 1，]: 간 存띔

되는데 이 중에서 10 뚜은 빼父가 없었읍니다. 네벤이나 큰 박해 달 받았는데 이 박해는

대개카 木人얀을 처밸했읍니마. τ래서 그 後孫， 득히 따人이 n흉派가 쭉 계응하였응니다.

。1 플 中에는 階級을 없엘라는 J퍼퍼}도 나타나는데 이는 맺쉰에 가면 양만과 상인。l 갇이

앉플 수 았다는 貼에서 나다나고 。1 ;!lJ;이 또한 {평펄의 ?￥캉항언 것잉니마. 佛줬〔도 박해륜

만았으나 지속하여 오고 I 主£，[ 5_ 그러한더1 이것은 얼마전 Readers Digest 란者는 “폐꽤의

文化가 많은 것은 산악이 많은 것이다.l[!2짧L 이 냐도 산악에서 보존한다"라고 f임쩨했는

이1 01 것은 天主줬에서도 마찬가지 양니다. 天EE敎는 초로 서울 j빔해펴 쪼網펀에 펴졌는

데 박래츄 말을 애는 태백산 소백산에 들어가 옹기장사 같은 천직에 종사하벼 전국적으

로 돌아마닙니마. 치깅班-"'- 없業을 전환하여 장사플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직엽윤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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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청산 Nil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은 구한마는 정산을 숭선 수걷한 것얀니마

。l 것은 어마까지나 OJ짧더택안 것일니다- 天主敎어l 핏퍼j的으로 일어난 것이 東學댄폐인

더l 최 저1 우는 天主敎의 뱅 람을 보고 天主敎의 -본을 많이 t디 서 j꽉敎 J댄{씬J 고} 연 결 되 어 東學~

떤h을 연으킨 것입니다. °1 것。l 처음에는 옳濟救팅이잇다가 나중에는 )주에 1주 f뭇가 되는데

아무튼 天主敎는 東學에l 까치 i훨結-이 되는 것엽니마‘

<司 홉>

다읍에는 때훼大學의 강수내군의 강문으로 싸ν、燮 'j~반꺼l “셈패에 있어 /1 近 f\:化카 이

루 ci 지 치 못한 좌IT iii를 꾀해，띤想의 立場에 서 어 떻 케 보상 니 까”하는 것 언 니 마.

< 洪 >
않同l近-fZ化가 。1 루야 지지못한것은 켜려면에서 불 수 있으나 해i쩌'I꺼에서으 볼만합니마

그러나 이것만 띠로 드l 어셔 불 수는 없읍니다. 여끼는 社會원濟面‘에처으1 뒷바침이 있어

야 만한다고 생각한니다. Em 01 는 양팔과 같아저 1마로 프l 커서 표 수는 없읍니마. 먼저 생

각할 것은 傳統떠 社힘으l 社현構많외- 經濟問짧인데 이 t마한 只體 (r~ 언 것융 말하기는 곤란

함니다. 어떻게 整멘된 R?E가 없응니다. 近f디에서는 매우 itq'듀γJ 인 것이었는꺼] 'f'問케

이에 다{하여 現賢어'1 -,'I" B뻐한 }此判 (!:J 剛 j때。l 었었읍니마. 그러나 이러한 *띔해은 社會에 용

납펼 수 없어서 個人따얀 것이 되었읍니다. {衣]강떠tJ 것은 또한 펴l 쇄적인 것이 E 할 수

있는데 。l 것을 批判하고 깨뜨렐려고 한 것엽니마

”
t픔f 펠{명을 치은 R!f~깅 0] 라든지 星 뼈

팩岩 茶山둥이라든지는 맘히 사챈家는 힘까텃낌!을 主9뚱하렀는데 이것이 펴l 쇄적인 것을 附

jj}(하여 J]QI!L하자는 것임니다. 그리고 패페ifJ 인 遺강료를 보변 지급에 와서는 Jilll뀐〔이인 影

빨을 맡는 것 이 별 로 없 지 가는 꿰t즈~낌는 대1돼 *1짧의 구석 에 았고 앞에 있는 H本과 ]핍탱

가 가리고 있읍니다 세J에는 때j、가 표류한다:펜 東펴은 日本， 띤펴은 씨j쉰to] r浪%가 되고

혹 印度호 IJj\까치 71 는 수도 있음니 다 . IJ 本께 패錄어] 依하면 소짜j펠배 7' 太平댄쪽으호흘

러간 것이 있는데 의칩스념 71 는 하치얀 이것을 除하고는 太平샤으로 나찰 수 7). 없었읍니

마. 01 와 갇。l 램半!샤를 가리고 있는마 이것이 펴￡의 펴￡띤이j 條깎이 한국을 폐쇄한 것

이 아난 7l 장니다.

i:f꽤과 핀木을 l태핏하여 효1는 IJ 기‘은 찍이을 모땅하고는 있으나 아두뜬 東 I
、

I"에서의 近

f~it많역l 것암니마 中택은 여러가지 而에서 EI木보마 條件이 겹利하나 ;rr t~if:j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은 판 생각해야 항 전역 아넌가 양나마 이러한 l::U폈는 펴‘퍼의 近代化 조띤챔검

에 도웅이 된 것악니다. 近來에 美l國等t띠야서 中패。1 나 5 本의 lli:代itr.멈 ~7~ 한발t-1 1i다究

되고 았는데 o! 7] 에 연관시켜 한국문게픔 다루어 야 할 것이라고 생각장니마‘ liF때을 E

기〈파 It i!핏하여 보띤 經;濟 (j'1으로 뒤 서 고 있고 또 ，띤챔]폐으로 보면 17 서 기 이 후 tblri:(i컵I1 l iJ

가 딴전하여 Hi:J주人플은 장샤하켜 먹고 공우할 수 있게 피었읍니다 二L꾀하여 !i:' J!:人學

원·의 되 섬J(n j멍、핑、이 發따한 것 압 니 다. 우리 의 걷 우 를 보면 國家權 J~I과의 댐關없 이 는 學댐

이 서지 봇함니매. 寶學系의 學쯤들은 "1 록 벼슬을 하치 않았마 하지반 당分(끼무료는 띄j

};in암級이고 또 。l 헌 家힘에서 나와 공부한 것염니마. 文集이란 것도 오두 따딩j의 것이고

j따文짧忘의 著者 金팽 I'텐 。1 lep人c1 라 하나 。1 는 딸윌家에 서 시 킨 것 언 니 다 . :;t: lt→:뀌 윤아 오

연 '*'人의 文잊。l 좀 았으냐 대부분 순}集이고 思챈的드로 봉만한 갖이 없음니다. 學댐 t띈

행은 兩ill의 것이고 Til꺼二으로 뻔어 블 수 없읍니다‘ c1 것은 앞으로 冊씻한 F」jj핀라 붕나

다. 웰問하신 中에 It뿔化， f강cJ~{t , 햄I@化란 맏이 있는데 |폐m{t란 말은 띠n말의 번 역

안듯 하치만 우슨 意 1샤인지 잔 모르겠읍니마. 아무튼 近{tit에서는 이란 말을 쓰지 않고

았읍니다. 政治 經濟 챔피~I으1 3 폼가 各씀우로 움직일때 近代化가 τI염랴마고 강니마 그

러내 한국문체싹 있아 f좌 1iWi의 fR?닙플 r@j‘삼하여 따져야할 것 같읍니마-

<司 홉>

이왕 나온깅에 하나얀 더 하겠읍니다 nC선생께 대한 질문인디1 힘;λ:의 흥문선람의 칠

문으로 마지 막 부분에 서 말씀하 선 것 고、← "1슷하다고 생 각즈됩 니 마만 中;央公피체에 發表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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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샤워의 論文을 보연 “[1本과 구라파를 비교하여 보연 」Jf펄制度란 공꽁점 얘문에 H 本에

서의 llif~it가 빨랐마는 것앙니다. 그런데 라이 샤워는 中꽤과 口木의 近 f~化플 比較하변

서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中꽤과 韓國의 條fI~ 01 너1 슷하으로 llif~it 카 늑온 것이 아닙니

까’‘하는 질문압니마.

< 洪 >
라이샤워의 폐文이 中*公폐에 나왔닥는 말을 을었으나 아직 옷 보았읍니마. *JIJr끼으

로 보면 이것이한 條띠이 됩니마. 13 本의 감십냐iU와 Europe 의 그것과는 다릉니마. [:J本은

極東에 았어 獨特한데 城힘을 例플 을연 中팩과 {페때은 나성。l 고 그얀어〕 낀般이 았고 때

人。l 나 센民이 사는데 口本은 펴‘代에는 都ill j!iI) I호플 가겼으나 中 lit HJ.!t社會의 흉찢U칭단계

에는 領主블 中心한 城펴。l 形成됩니다. 그러고 中|떼괴 나성이 없어잠니다 Europe 에서

의 HY]領主의 城과 口木의 그것과는 비슷합니마 城아래에 都r1i카 發i렁하는데 이것은極

東어1 FJ 本만 있는 例암니마. 이것이 社會構 j간 乃至 옳業發達에 中꽤과 꾀i 뼈l 어1 il:;하여 1.:1

木。l 獨特한 것앙니다. 저 白身도 。l 란 것이 한 條{↑;이 펀마고 생각하며 또 다른 분을도

。l 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文 ~:J’ it하지 못하고 있는

껴앙니마. 그러던 것이 댄F「人이 먼저 整돼l하고 文字化한 것이라 생각함니아

<質 問>

디木과 다]꽤 • ，짧歐l 의 近代史에 根本떠으로 마픈 것은 ii'1:1:階級을 :a !J:h 한 jJ0t jtUt똥외의

관제되는 것이 H 本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 洪 >
ι~+精神야 [l木을 近代化시켰나 아난가는 좀 애애한 운제밍니다. 까i i2( 사란은 흔허 東

1'(' 의 獨特한 것이 았으면 。l 것을 合理化하는 경향。l 있읍니다. 아우튼 Weber 의 精神과

ι\: J;해떼1과를 한벤 比政하여 보시 지 요.

<司 會>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近代꺼;에 관한 Symposium"을 Iff. if에 했는터I .' "힘 Jd錄이 震펌

學報에 있읍니다 더 할 낄問은 많겠으나 1냄 I댐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二l얀 끄치겠읍니마.

9 月 28 日

<司 홉>

i펴，會階層。l 란 rl1)題는 現代비t햄을 괜解하는데 不 r1J없한 페\1'1꾀學따 課퍼i의 하나입니 마.

셈t] 社협發않의 1"11&에 렐大한 ;갇핏를 가진 多樣한 까~I상社會로서 構成되고 았는 所調

後進社會에 있어서는 社會階層構핍의 JJTI解없이는 어떼한 채까~(fJ 인 fid:會 IJl]發도 圖많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社會階層間題릎.'cζ늘의 ffi펴짧로 택하여 ←본 까닭도 이에 있는 것엽니마.

우선 서 로 뻐[퍼되기 쉬 운 階級과 R갇層에 대 한 職念規定으로부다 시 작하여 합!폐社會에 있

야서의 階}혐의 寶↑1=1을 앉村과 쩍j jtl로 區分 考察하고， 이어서 오늘달 Ijl'.\大化의 ←→路어1 았

다고 하는 中問階級의 1r體와 그 감침한 階級이 'tt格 및 떠;_l'級단j、쐐등어} 關해서 생각해 보

겠읍니다. 그럼 順)¥에 ι1 라 오늪의 심포지웅을 進行하겠읍니마.

階級과 階層의 戰念에 대하여

웅란 性 뱃

過~ → [II.紀동얀 ltd:會원·學에 있어서 1뻐級의 問많저렴 허다한 論爭의 對象。1

된 것은 없었다. 그것은 現實iJ)(治分野에 있어서 數많은 사람들의 l吹治的 運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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