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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라에 

따라 세계시창을 추구하며， 닥후관 봉건적 사회쿠정체 상태에 

국윤 아펀전쟁이라는 무략지위로 강제개망시켰다. 이후 중국의 지식인플 

몰락에 직면해 야만 했다. 아펀전 

있먼 중 

열 강둡은 자본주의 팽 창운동의 중반이래 서구자븐주의 19세기 

전통걱인 유교적 사회의 치옥적인 

쟁의 굽욕적인 패배록 인해 1842년 남경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열강들의 주요활동 무태가 되였고1) 이에 따라 서구재국주의의 각종 과학 

중국은 

。

-c 

새 (賽)선생 (Mr. science, 과 유엽되었다. 문맹 과 산사조 등이 불발듯이 

용어 

충격이라고 불힐 수있 

두 상칭착인 

프로 푹현퇴 어 새 로 소개 펀 신사조들은 서 양사장의 

이 충격은 당대의 증국 지식인들을 큰 흔란에 빠뜨리고 담을 만큼의 

민주주의)이라는 학)과 덕 (德、)선생 (Mr. democracy, 

2000년 이상 지배해 

유교사상을 과감히 파괴 시 키 고자 하였다. 후알 모틱 통의 지 

1840년의 。L펀전쟁부터 5.4운동의 전야에 이르기까지의 70년이상 

낡은중국을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지니고 위력을 

왔먼정통적 

적처럼 

1) 아때부터 중국에서는 근 1세껴동안 흔란을 거듭하변서 이블 주체적 설천적 
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중국민중의 역사가 전개펀다. 태평천국운동은 이 시 

기에 서양문영의 충격을 받고 힐어난， 중국민중 전체의 첫번째 사회펀혁 

의치의 표층이라고 맏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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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할 만한 이데 

무기를 갖지 봇했다- 경직되고 낡은 봉건주외의 이데을로기적 

張之洞(1837""':'1907) 이 나 康有寫(1858，，-，1927) 등과 같은 개1 

유학자들이 주창한서양기술이나 제도의 도압에 의한유교사상 

타격을 받아 스스로를 지탱하지 옷하고 파산을 섣언해야 

중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잔화론이나 자연볍사상， 

같은 이데올로기적 무기와 정치척 쩌망을 자산의 것으로 

중국민족은 제국주의에 중국의 꺼창운동기에 

을로기척 

무기---즉 

혁지향적 

의 維新---는 

만 했다. 그러무로 
찌 

시만국가흔과 

지속완 

이 이롭들은 모두 서구의 시민사회혁명 키간애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객 

서양 

생겨난것， 말하자면 재국주의의 온상에서 벨어온 것이었다.김) 

끝에서는 19세기 훈반의 중국지식언들이 봉건체제의 

현실속에서 서양사상을 어떻재 평가 • 수용하였으벼， 

사상에 의한 전동적 유교사상의 파괴 • 해체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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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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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처작〔문헌)을 중섣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제을 논의해 

블 당시에 활동했먼 인물들의 

중국현뎌철학익 형성과 멜전의 

1갖E용蠻法^I기 2. 

도덕형이상학의 파괴 2. 1. 嚴復으I IT'天演論』과 전통적 

받아들이고 학문이콘을 rX;LX;變法 시기에 사양의 

당시 

嚴復(18;)3"-' 1921)은 

중국의 지배계층의 당 

대내적우 

걱二 。1 .:'二，二 c8.Q.. 71-걷느 
! λλ-1- 0 -1 '2. ";Y:;;,.!.-

할 수 있다. 

면과저l 는 아펀전쟁이래 서구 열강의 카공할 두력에 대항하고 

로는 태평천국운동과 같은 대듀모 내란을 진압할 

근대적 군대의 창설이었다. 양무정책야라 불리우는 이같온 음각임은 대 

자 했먼 대표척인 인물이라고 

李鴻章 등 치방장관에 

양무정책은 이튼바 中體西用3) ~ ~ __ 서양의 근대과학문명을 선진기술로 얀 

추진되었다. 의해 평천국운동을 잔앙한 曾國覆，

2) 송영 배 , ï'中國社會思想史』‘ 한걸사， 
유교사상의 파괴 J 286쪽 창조 

3) 서구근대 문화의 중국유업에 대해 

「중국혁명과 

중국의 전통적 지식얀블음 며體펀用論， 

저 l 장， 1986. 재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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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용하되 그것의 바탕인 서 양의 정신문화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중 

국적 짚통을 고수하자는 논의에 근커를 두었다. 그려나 청불 • 청일전쟁 

획 잇단 펴배로 부국강병책으로서의 洋務運重b은 한계와 좌절에 빠치게 

된다. 다로 이려한 시디적 위기상황에서 낡은 중국의 전동적 사상을 자 

극 도는 갱신시키기 위략여 춰초로 서구의 근내적 사상을 제대혹 벤역 

소개한 샤람이 嚴復이라고 하겠다. 

그는 양무운동의 일환무로 세워진 福州船政팍당에서 수학한 후 영국 

그리나치 해군대학에 유학하게 되지만 유학 당초부터 해군관계 학문브 

다는 오히려 유렵의 학술과 사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었다. 

이 시기며 그는 당시 가장 말달한 최부강국인 영국 자본주의의 번영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이었고 나아가 자신의 조국 중국도 영국과 같은 갚 

을 걷게 되기를 희망하거1 된다. 嚴復은 서구자본주의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두 가지로 보았다. 그것은 학문의 방볍에서는 추상적인 것보마는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고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설증적인 것에 밍각하 

는 자세와 또다른 한 가지는 국가공동체플 운영할 때 다소간의 개인적 

이익을 양보하연서 공익을 추구하는 태도로서 모두 그의 후감을 사고도 

담을 만한 것들이었다 4) 사실 전자는 근대자연과학의 뿌리이며 후자는 

부르조아 국가제도의 근간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중국이 부강의 걸 

을 걷기 왜한 펄수적인 조건은 다름아난 파로 ‘민주’(德， democracy)와 

‘과학’ (賽， science)을 키우는 것이 라는 결흔을 얻게 관 것이 다. 

嚴復은 귀국후수사학당의 총교습을 담당하는한펀 변볍파의 논객유로 

東道西器論 등을 주창하면서 비 록 제 한적 비 긴 하지 만 λl 구운화휘 유압 을 
긍정하였으나 궁극적으로 孔굶사상의 갱신적 우위블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대 체 로 중국의 전통자상에 근거 플 둔 洋務運動. 康有협 • 梁행超의 變法운 
동은 몰락해가는 봉건체재를 부분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중국의 구지배체제 

를 서구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량지향적 유교것 져식언을의 어 

짜변 당연한 〈진취적〉인 요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은 결국 씨대역챙적 
인 관념적인 운동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4) 何%武 外， w中國思想發達史J]， 北京， 中國좁年出版社 1980 ， 第四編 第四

節， <嚴復的思想> 555~5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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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세적인 논문을 동해 중국의 위기룹 호소하기도 하였다. 동시아} 여러 

종류의 서양의 자연과학과 사회정치학분야의 서적을 번역하였다. 그 중 

당시 중국지식인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만져줍과 동시에 엄천난 민→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 T. H. Huxley(l825"-' 1895)의 『진화와 운리~(반역 : ~天

演論JJ)5) 이다. 그는 『끗演論』을 통해 Huxley, Spencer의 학섣윷 증합하여 

최초로 진화본사상윷 종국에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 아니았다. 힘풋復의 

그것은 이비 Charles Darwin의 생물진화돈적 범주륜 넘어 선 것무로서 

하나의 새로운 중국작 세계관이라는 의마블 지닌다고 렐자는 보고싶다. 

사싣 嚴復이 번역한 『天演論』은 진회론 사싱을 소개한 것이지만 동시 

에 Huxley의 관점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Huxley는 원저에서 “지 연겨I 

는끊임없이 자기변화의 과정을 갖는다" 6)고 주장하고 있다. 생둘체의 진 

화볍칙은 공 생존투쟁이고 그것의 법칙은 f쫓制컸敗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가장 질 적응하는 지만이 생존히게 

되는 것이다. 1.뚫復은 『天펙論』의 번역과청중에 바로 이같은 진화론의 

주장에 적극 찬동하여 그것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받아틀이게 펀다. 그 

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嚴復이 전폭적으로 수용한진화돈이 Huxley의 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치니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Huxley는 ‘찌鎬’ 

(생존경쟁)， ‘天擇’ (적자생존)의 진화윈칙은 단지 자연계에만 각강-될 뿐 

이지 인류사회의 보편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렀디→. 왜내 

하면 그가 보기에 인류사희에는 선험적인 도덕준칙이라는 갓이 직(용하 

5) 天演이란 인간을 드힘한 지상의 생플은 우힐의 경쟁을계속하쉰 저;잘5.~ 진 
흐1 한다는 의 비 로 해 석 할 수 있 다 Huxley의 『진회 와 윤리 」는 C. Darwin 
의 『種의 超源』에 대 한 교회 측의 만백 으로 부터 진화폰을 옹흐헬 득적 으로 

출간되었다. 東京大學文學部 中國文學R究室編ú"近代中탱1ηJ딩3핀 ε 文學』 

끼~J쉰， 1967, 중 「嚴復 ε I멸歐思想J 11 rv 13쪽 참조. 

이 외 에 도 1901년 『原휩~(A. Smith, ~國富論~)， 1903년 『팎已樞界폐~(J. 
S. Mill ~自由論Jl)， 1906년 『발意~(Montesquieu， 11、굉의 精꽤J) 퉁융 벤역 

하혔다. 이것을은 白話가 아닌 炯城派의 고문으로 쓰여컸기 매문에 그 당 

시 이 구식문체에 익숙했먼 독서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6) 郭灌波， ~中園]近代思想史~， 香港， 1973, 477rv478(嚴譯 天演論 3항) 깜조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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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따라서 인간들 스스로가 숲리의식을 구체화시킨 탬들파 도턱을 

아
 끼
 

충격괴 중극펀대칭꾀의 생성과 밥전의 사양사상의 

이상→적우로 더욱더 

었、있기 팩푼이다. 

사회블 역제하연서 통해 자율적 으로 각자의 욕망을 

이끌려고 노략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치고 

cl ，-l 즈二 두드 71-.Q.-
/J，、 •• J υ ;프 

J
T 단지 생플계에만 적용될 Spencer는 진 화론이 반면 

嚴있는 것으로 고간는데 
/ι 

←「부정하여 인류샤회에도 보편적으로 걱용될 

그렇 71 

의 

긴조하고자 

주로 Spencer의 관 짚 씨 /까 

갖게 꾀았다. 

:녁을 번역할 때에도 

옳윷↑휩。1 IF꿋演論』의 빈 역 작업 을 동터1 

강한 후간을 이같은 보면진화콘에 

익
 

、
켠
 

y 

러
 

e 
때
 그
 

H 
는
 

그
 

復은 Spencer의 

때문에 

역을 하였다.까 

7~ •2.... 1;:) 7' 이 
1ο)기← λ人 

/즈1 극느;견 。 브 
드 v ,----‘샤펴진화돈’이 嚴復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혀
 근 

우
 」

」7 
、

인식시키고자 한 것아디→， 줌국의 펀살얻올 는 곳이 다릎아닌 

당→쉰한- 자연 

순리’라는 열강들의 식민지 침탈논리 앞에 무기릭한 중국뜨플에 대한 

각성의 촉구이자 나아가- ‘物鏡’ (생존경쟁). ‘天擇’ 〔적지-상는〕 Ej의 사실 

과 진리를 깨달아 서우펀강의 객관적 힘 앞에 아두 저항생、이 무끼략하게 

도대되는 것을 막꺼 뷔한 노픽이키도 하였다. IF天鴻릅命』은 깐시 층국의 

식자층에 대단한 반향을 룹랴 잎우컸으며 ‘{쫓隨4양敗’， ‘物허天擇’ 등이 

만는 것 자체가 통치를 등한 민족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의 

이돼하여 전 그사상을 많은중국인블이 이때부더 새로운 유행어카피& 

아울러 나라를 구하고 체 국주의 와 맞서 는 증요한 사 상-무 언식하고 써1블 

기가 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와기를 극멍하게 연강침략하의 71'국주의 7'5딘155옮4은 

7) ~中國大百 科全밤』 編땐部， 『LF용징합學大百科事껴"~Cf귀g) ， 
~880쪽. 

8) 주지하다시피 이 용닝와 팍설은 원태 다아윈이 사용한 갓이다. 그는 생물 
의 발전 단거1 릎 고찬히면서 모는 생품은 잔화한다논 사섣윤 일깐다. 또 그 
것이 생존하기 뷔해샤는 경쟁에서 。}겨야하기 며l 둔에 (짧땀강l=H:'. 週者生存)

〈자키〉가 존재할 수 있는 끈거는 자기자신의 능랙 여하에 의한 것아지 (神

的 존까←一츄은 ‘Xν 으D 청조행우]외← 무관하다는 것아다. 나이가 인간도 생 
물 중의 하나이기 꾀둔어1 결코 여1 외일 수 없우며 그댐에뜨 인간C' 다른 등 

윤플을 지매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듣괴의 쟁즌경쟁에서 이끼1 7;:、。 1 지 특별히 
‘하늘‘ 의 은층을 도 어 서 까 이 가 :}. (郭港않， 얄의 책 477'-'순 첨→조) 

879 1987 」ν조늠 
~jU/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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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시키는 이론적 매개가 되었다. 그러나 『天演論』은 당시의 중국인들 

에게 새로운 역사인식을 가져왔지만 그와 동시에 역사에 있어서 진화의 

주체가 구체적우로 맹시되지 않아 일종의 발전단계설에 llll~져들어 민국 

초기 에 는 嚴復자신도 효f止닮L의 帝制운동을 지 지 하는 한계 에 머 무르게 

되었디 중국인들이 서구의 불리적 힘의 위력을 실감하고 좀복한 것 01 

아펀전랭이었다면 『天演論』의 소개는 바로 서구제국주의의 논리의 실체 

에 대한 인증인 것이다. 결국 정통유교적 세계관과 대비해 볼 때， 이와 

같은 사회진화폰의 弱肉彈食의 논리는 朱子(1130"-' 1200)이래 중국의 士

大夫 지식인들의 天理， 즉 그들의 만세불변의 선험적 실재로서의 〈도덕 

형이상학〉의 임지를 하냐의 환상적 착각으로 무화시켜 버폈다. 말하자 

면 현실세계에서는 오직 A欲만이 존채한 뿐이며， 아무리 도덕적으로 

홀량한 존재(개체)라 할지라도 자연의 잔화과정에서 適者生存의 볍칙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곧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강한 彈者支配의 논리 

앞에서 건통적 지식인들의 도덕형이상학이 더이상 존립할 수 있는 여지 

가 결경적:로 붕괴되어 버린 셈이다. 

2.2. 康有寫으I ~大同書』와 空想的 社會主義

『大同書』의 저 자 康有寫(1858"-' 1927)는 廣東 南海縣 봉건관료지 주 가 

청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유가의 정통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우「학의 좋례 

에 머무르지 않고 역대의 홍망을 키록한 史籍뿐만 아니라 諸子百家에서 

불교경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섭렵하였다. 동시에 흥콩 • 상해 등지를 

돌아노띤서---서구의 과학둔명의 숨결을 예리한 감각으로 느끼면서--

〈변볍〉의 펄요블 일찍부티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9) 특히 당시에 제국 

주의 열갱들의 對中國합略의 전전기지 라 할 수 있는 흥콩 • 정해 등지에 

서 식민지친란경쟁의 세계적 추세를 현장체험한 康有寫는 서구사람들에 

게는 반드시 뛰어난 학술과 도덕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그 당시 번역 

9) 郭灌波， w近代中國思、想、史~， 香港， 龍門書)판， 1973,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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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띈 서 양서적들에 깊은 관심을 가치고 볼두하게 되 었다 10) 여기에서 

그는 눈을 세계에 틀리고 나름뎌로의 변혁의 방향을 요색하거l 관다. 

淸未의 전환기에 살았던 지식 인 모두가 중국의 현실에 대해 문제블 

제기했듯이 康有寫 역시 당시의 급진적안 개혁주의자로 變法維新을 통한 

사회개조를 자신의 사벙」즈로 인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살적으로 아무 

런 관직이내 구체적 조직을 갖고 있지 옷했던 그로서는 자신의 생각우 

료 사대부들을 움직일 수 없었고 또 무너져가는 왕조였지만 그래도 관 

권에 의해 모는 것이 시행되는 장황하에서 康有寫의 at뿔理想은 낙관적 

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려한 자산외 현실척언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사상과 학설에 걱관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전통작으로 중쭉인틀에셔 호소랙 있는 인물이자 중국문화의 표상연 

孔子를 끌어들일 펄요를 느끼게 된 것이며 1 1) 여기에서 康有寫는 공자학 

절에 새로운 해석과 의미릎 부여하게 된 것이다 121 

康有寫는 청년기에 『λ類公理~ (1885) 라는 잭을 썼는데 세상에 발표되 

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과 세계관을 섣계한 최초의 청사진이었다. 

10) 그려 변셔 토 康有협는 중국의 문화척 천통과 역 사적 현싣을 다 강게 말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뒤 5 ， 6년에 갤쳐 孔子의 유적 등 각 

치릎 여햄하격 그곳의 풍플， 인물을 상파변서 ;단문플 넓히게 된다. 

11) 사싣 淸末의 여러 사상가， 정치개혁가플중 孔子의 전통적 권위플 원용하였 
번 사람을이 적치 않았다. 티〕팽천국운동을 얻으컨 洪秀全도 공자의 권위플 
부정하치 못하고 C‘른마 上帝와 孔子를 통헐시 하였다. 신해혁명윤 얻으킨 

孫文의 장만주의도 결국은 공자의 전통을 바탕으로 했다. 물폰 경우에 따 
라서는 현존하는 치깨를 오직 중국문화 전통에 부합하는- 즉 공자학션에 
준거한{것으로 확대해석해 내키도하고， 그와는 날리 현재의 상황이 공자 

학섣에 어긋나는 것유로 판단 그것을 천복시키거냐 개량하는 변혁의 I갱분플 
공자학설에서 채해척할 수도 았는컷이었다. 이같은분휘기는 5.4운동을거 

치면서 본격적인 유교비판운퉁이 천개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전어듬게 되 

었다. 왜냐하면 5.4 이후의 시기에는 바로 孔子-그플 청정￡로 한유교
비판 그 자체가 前근대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의미하게 되었기 혜문이다. 

12) 康有참는 유가학섣을 새로이 해석하는 논거로 ‘今文健學’ 즉 淸朝의 官’學。1

라 할 수 있는 朱子學~~ 결탁된 古文經學과 반대되는 엽 장을 내세웠으며 『新

學뺑輕考~(1891)와 각L子改험I 考.ll (1894)를 써서 당시 통치계급의 경전해석을 
날조된 것이라 배격하였고 또한 孔子플 사회개혁가로 새로이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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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가 외 국망뱅 (주로 印度) 증에 『大同書』는 J:X:벚變농운동이 실패 한 뒤 

앞서 말한 청년기 저작의 개청브완판이라 빌:합 수 있다. 씨낸 책으로 

있다 131 그 중 댄 • ζ部『大同書』는 [줘部에 서 꽃部까지 전 10부로 되 어 

간행된 것은 

“以元寫體”로 불리 

주장했먼 것과 

그는 。1 음
도
 

• 

[

니
 

• J / 
/ 

<IC素)(또 

f몽朱팍파가 

보았다. 

서양철파의 

만이 1914년과 1919년에 간행된 일이 있고 10부가 잔부 

1934년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康有寫의 철학채게는 

고 았다. 그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리는 

같이 〈理〉가 아니 고 생 명 의 근원인 〈元〉이 략고 

중국철학의 잔통적인 〈氣〉개념과 같은 것이마 141 

는 에테르 ether)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元〉을 

딩L떤히 

먼저 人파의 

오든 인간은 본래 

그꾀한 인간블은 본래 선하며， 

따라셔 사희개혁의 

나면서부터 

것이다. 

만고 대아났으묘로 

평등해야만 한다는 B1-
E 출딸은 

구속으로부터 해망시켜야 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 

그까 『大同품』에 

즉 밖으르는 팍가의 

그러띤 해서만 大同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말한 〈大同) 151세계란 어떠한 세상을 땀하는가? 

란한 생명럭을 〈理〉의 

찾아본 수 전쟁의 참화를 영、우며 구벨이 없고 안으로는 겨l 급의 차띔이 

나이→가 인종의 차벨이 나 남녀의 차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이다. 

인츄의 사랑이 인간뿐만 아니야 툰출에게 

모든 고뇌와 불행이 완전히 종식된 太zp:極

꿈구어온 거대한 푼상이 

수 없는 만민평등의 사화이며 

까지 마치는 자1"1 로운 세계， 

樂의 세계블 딸한다. 

1987, 399 

유사이래 

13) 각 部별 제옥은 다음과 같다. 甲部 : 이 지1 상의 여2c1 가지 괴로음. 2ζ폐: 나 

라 마다 견계를 없애고 세계를 통합함.n部 : 모든 껴I 급적 차럴춘 없애고 
모든 민족을 평등히 헨 .T部 . 인종의 차벨을 없애고 인류블 폼멜하게 람. 

J:X;部 : 性的차뱉을 없애 JL 목렴올 보칭 함. 己部 : 기-족의 테두리른 없。”고 
모두 꿋民이 된. 8탄部 : 모든 산엽을 공행화 함. 푸部 : 난세른 윤리치고 태 
평세플 완성한. EEfH3 : 증생에 대한 시랑의 꽉대. 꽂部 . 고통스런 세싱을 
떠나서 극락에 이름. 

14) [j'中國大百科全뿔』 縮輯部， !î中[뚫l哲學大百科事典~(上冊)， 
즈으 

15) <大同〉이 란 말은 『禮記~， 1禮運」篇의 ‘大同’ (가캉 이 상척 인 사휘 ), ‘小康’
(그보다는 옷하니 ‘잠시 안정된’ 사회)의 기록에샤 연원한다. [j'中태大百 
科全書』 編輯部， [j'中國哲學大百科事典~(上퍼) , 北京， 1987, 116"주. 

jki?, 

이것은 인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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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신년에 

서 康有寫는 당시의 〈進化論〉을 수용한 三世論이라는 역사 진화콘을 저1 

기하게 된다. 그에 의하면 인류사회역사는 끊임없이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유토피아인 일종의 

앞을 향해 발전해 

군주건[저1 

〈자.?füt) (민족국기 

말진하여 궁극척으 

것이 역사적 

나아갔듯이 중국도 

난서o료부터 입단균주채외 

았는 것)로 나아가는 것이며 다시 

〈太平딸〉(이른바 太同사희)에로 나아가는 

문맹사회로 몬매한 단계에서 

0;뭄홉L世)(제 후데 핍 의 

들이 小康상태에 

로 민주의 

가는 것이며 

의 

평언 

。l 타고 하였다 16) 

섣꾀한 뒤에도 끝까지 i뿜햄어l 만갇플 갖 그러 냐 康有篇는 헬농운동01 

않고虛君共 추에도 산경부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신해한명 지 

수구파의 시대역행적인 는
 

하
 

잔
 

추
 

1 을
 

도
 

[
]

。} L 벼
 

i 
i 보

 
「, 정조의 f디說을 주창하며 

갤을 걷게 된다. 변화보 

않았던， 前은대와 근디1 사이에서 당황 

냉흑한 약 

다는 점진적 개혁의 입장을머리지 

한 迷兒였먼 것이다. 그램에도 康有캄에게셔 돋보이는 것은 

육강식의 ---첨략천쟁이다는 객관적안→--현싣위기 속에서도 서구C날강 

이1 내한 본등적인 감장척인 비판올 가하기보다， 퍼록 이상콘에 머물렀 

그는 역사의 잔화를 신봉히면서도 줄곧 혁멍적 

했던 해결하고자 τ
 
T 모

 
본질적인 인류문제 아울려 민족문저와 

아넌가 한다. 

지만， 

점이 

전야시기 5.4운동 3. 

.A. 01 
-r닙 일본을 통한 서양문화〔심문화)의 3. 1. 

수
 

1 고
 
납
 

끼친 

있、을 것이다. 새르운 사상과 문화가 유엽되는 것은 여려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유학생들을 통한 산문화의 두드러지게 

나라로서는 일본윤 

수입이 

근대화에 가칭 많은 영향을 중국의 

뚱국현싣윤 〈F룹협L>에서 〈升2f'>으로 바뀌는 과도시기로 보 16) 康有웰는 당시의 
았다. 



[ 2 0 J 東亞文化 28輯

나다났다 171 

중국학생들의 일본유학은 청일전쟁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햄하게 되면서 패전의 원언이 자신 

에거1 있응을 객달았다. 즉 지금까지 서유럽의 기술과 공업을 받아들여 

〈스스로 강해지자〔自彈))는 自求策이 제대노 생과를 달성하치 못한 데 

있다고 인청하변서 적극적 인 변뱀운동을 모색하게 되 었던 것이 다. 따라 

서 챙일전쟁후 중국의 지식언과 관료들은 싫든 좋든 일본의 가치를 새 

륜케 인식해야만 했으며 개혁파 康有寫， 張;Zi回을 비롯한 많은 지식안 

들이 일본을 배우고자 하였다. 이같은 분위기에 펀송라여 중국정부는 

1896년 픈대사싱 처음으로 일본에 학생들을 보냈다. 최초의 관비 일븐 

유학생 13맹이 도일한 야래 그 수는 義和團 운동후까지는 매우 적었으 

내 1901년부터 급격 히 증가하여 1907년에 는 무리 13， 000여 멍 의 중국인 

학생들이 있었다. 사질상 5.4운동 시대를 포함하여 1903년부터 중국인 

해외 유학생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었다 181 이와 같이 중 

국의 일본유학생이 증가하게 된 원인우로는 일본의 세계강국으로의 부 

상외에도 중국내에서 과거제도의 폐지 등 舊學制가 바렘으로 인해 해외 

유학의 선호도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유입펀 일본의 영향은 가장 먼저 밴역물의 보급을 통해 나타 

나71 시작했는테 초기에는 주로 정치， 역사， 법률 등에 관한 서척들이 

소캐되기 시착하여 1918년 후반기부터 부분적이지만 맑스， 레난주의에 

대한 처작이 초보척인 수준에서 전파되었마 191 또한 문학분야에서 서양 

17) 또한 엘본은 1898이후부터 중국유학생플의 중요 환동거점이자 갱치적 문제 
로 망명학는 지직인플의 도피쳐야기도 했다. 

18) 姬田光覆 . I河部治2p: 外著， *휩輯部譯í'中國近現代史Jj， 서 을， 일윌서 각， 

111쭉. "1 시기 이후 유학생의 수는 잠시 감소추세흘 보이다가 1926년부터 
다시 증가한다. 통계에 의하면 이 기간중 중국 해외 윤학생의 41. 51967} 
힐본， 33. 85?0가 마국에 그리고 24.6496가 유럽각국(이중 대부분이 독일， 
프광스， 영국)에 았였다. 周策維 • 뽑秉漢역， 1î5.4운동~， 서울， 光民社，

38쪽 참조. 
19) 려시아 10월 혁명이전까지 중국인을은 맑스， 맹겔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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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중국현대철학의 생성과 탈전의 서양사상의 

주제와 기법을 배운 일본유학생들은 뒷날 중국내의 신문학 정산 

유학생들을 통한 사화주의 • 

언관시켜 

특히 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무정부주의사상의 

운학의 

볼때 말전과정과 이후 중국혁명의 。 01 。
lT-Jd -c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펀 일본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은20) 上海에서 귀국유학생들을 중삽으 

이르-렀고21) 이것을 통하여 각급학교 학생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일관에 가서 

알리고 계몽을 해야 

결성하키에 

칩 단을 조직 화하고자 하였마. 

느끼고 배웠던 엄청난 충격블을 대중들에게 시급히 

로한 학생조직을 

한다고 판단하여 

白話文을 사용한 산운 • 장치의 말행 ; 

내륙 각省의 망언펴l 치 및 사회상태조사， 자치확렴활동의 지원 ; 2. 

중국전파; 번역을 통한 외국문화의 9 
0. 

려
 「노

 
역부족이었다. 

캐혁어l ·문화·정치적 

꺼두기엔 

사회 

성과를 

중국학생의 해외유학권장 등 

중국의 

구체적인 

채택하여 

열세로 

4. 

을 골자로한 강령을 

을 키울였으나 조직의 

지 옷했으며， 맑스주의에 대한 소개 역시 미비하고 단펀적이어서 생지얘 

그릇되키 조차 했다. 그더나 5.4운동 이후 급속히 전파되어 중국민중의 정 

치의식은 새롭게 고양되는 시기플 닷게 흰다. 呂希릎 ·王育民， 主編 『中園

現代哲學史~， 吉林人몹出版社， 1984, 25쪽. 
*周策維에 의하면 중국에 소개된 사회주의에 관한 춰초의 책플 중하나는 

福井灌造의 IT'J!Í t받社會主義.\J(1899)였다고 하며 야 책은 1903년 趙必振에 의 
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周策維， 앞의 잭， '39쪽 창조. 또 사상의 채껴적 

인 소개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먼저 맑스플 최초로 언급한 책은 1899년 4월 

廣學會가 주관하는 『萬國公報』 월간 제 123호 상권에서 Thiinothy Richard 
는 蔡爾康이 쓴 『大同學』을 妙譯한 글가운데서 처음부로 란스플 언급했다 

고 한다. 呂希훌 • 王育民， 主編， 앞의 책， 21쪽 참조. 
20) 여기에서 주목할 사성은 재일 유학생들의 정치의식이다. 특히 일본이 산동 

성 권리 양도 등을 주장한 <21개 조 요구〉사건의 경 우 4， 000여 명 유학생 들。l 

집단귀국함으로써 강력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재엘유학생을은 지랴적 
으로 고국에 근접해있고 동시에 개얀적 자극으로도 ;쉽게 만족척 윷분을 느 
Z갈 수 있는 연본에서 생활하였키 때문에 대체로 중힐관계에 더욱 민캄했고 

갇정적이 었다- 周策做， g￡의 책， 1부 2장 「운동올 촉진한 세력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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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民護報J와 梁톨흉超의 계몽주의 3.2. 

二교 • 」

중국의 

의
 

에
끼
 

헤
애
 괴
애
 

건
 
통
 

녁
 。근매화과정에서의 벤볍운동은 한마디로 기존의 

부분적언 개량을221 

보호하자는 사쌍이 었다. 

중국의 

격과 정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제의 

구치배체제블 서구열강으로부터 이랴한 과도71 

노도와같이 델려 드는 셔 구재 국 

할 수 없었우며 

사유양식은 

현섣적 

중국지배겨1 급의 전근다]적인 

오히려 대응플 아무런 앞에 그문화 uJ 
^ 주의 

위해서 더욱 보수 유지를 동일정 자기자신의 말해주듯이 〈복녁운동〉이 

없었만 것이다 231 반동화할 수 밖에 

수학한 바241 있는 梁량超가 중국의 현실변핵 (정 

시작한 것은 

중국 지식인들은 

1896년부다 

차츰 변법 

고취하고 언흔활동을 

중일전쟁에서 패배하자 

일찌거 康有寫에게서 

치깨혁)을 위해 신사상을 

의 알아다. 청조기-

이것이 무술정변으로 받잔되는 주요 

단명에 그쳤지만 이 당시 양계초는 변볍 

대단한 의욕을 지니고 있었다. 

펄요성을 철감하게 되었고 

100일간의 

핵심요원으로서 

유신의 

동인이 되었마. 비록 

유신 추진세력의 그는 

유행사조인 진화폰을 벨어 청당화 • 합리화시 

21) 1906년 일본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을 중섣으로 
에서 견성되 었다. 周策*í)f， 앞의 책， 40'쪽. 

22) <엽첸군주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였다. 
23) 그려나 이글에서는 상세하게 언곱되지 않지만 孫中山은 (정조에 돼향하는} 
漢族민족주의플 매개로 하여 중국최초의 부르조아민주주의를 제찬한 인울 

로써 유교 및 그것에 기초한 천통사회구조의 파꾀블 정치적 성격에서나마 

주땅하고 냐온 근대적 인몰야였다. 그에 의해 치도환 부르조아혁명， 즉 산 
해혁맹은 반대세략의 반발에 부딪혀 부분적인 정과에 머불랬치만 당시 사 
장계에 끼천 영향은 지래하며 이후 이갇은 정신은 5.4운동으포 계승되어 
중국헬대사의 중요한 획응 그였다. 

24) 그는 스총 康有협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면서도 E흉有혐와 비교한다면 진취 

적인 면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복벽운동에 대한 엽장이다. (또한 孔굶사상 

에 대한 평가에서 양자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다나고 있다. 經學에 대해 

康이 , 古文經學은 劉값의 착푼우로 孔學의 展體가 아니 고 오로지 今文經學
만이 孔子의 것이 라고 주장한 반면 梁은 今文 • 古文할 것 없。l 모두 孔子
의 圓典。1 아니 라고 배 격 하였 다. ) 康과 梁의 사상적 충돌은 梁ó1 일 본으료 

망명하연서 부터 븐격 화 펀다. (郭뽑波， 앞으} 책 , 121~123쪽) 

〈各쩔留륭學生總會〉가 장해 

자신의 變法주장을 당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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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괴 중국현대철학의 생성괴- 발전의 서양사상의 

모든 존재가 끊입없이 변화하고 채상 

국가의 법도 

않는다멘 

전개되고 있는 이상 

그럼에도 병을 c&變하지 

자연의 변화(객관적 정세)에 적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梁걷￥起는 일본으로 r강병 하게 되 

행동실천의 세계가 아닌 정신적 영역 

그에 의하면 지상의 

없을 청도로 

많變되어야 한다는 

키고자 했다. 

사가 예측할 수 새롭게 

것이다. 

존겹자체가 어탑다고 판단하여 

응하는 볍 의 ÇÍ{變이 야말로 古今의 공리 가 

시도가 좌철되자 

개혁이라는 

당연히 

인간의 

1898년 rJ:밟變法의 

면서부터 현실정치의 

지작한다. 서유럽의 부강한 원인이 자유·민권· 

양계초는 사회사상과 정치사상에 

혁신을 모잭하키 에서의 

진화의 은
 

마
 더 

있다고믿은 3대원칙에 

계몽이 가장 먼저 해걷해야 할 당맨과저l 라는 것을 채달았다. 

대상이자 주체인 알반민중을 먼저 계몽하여야하며 

新民25) 에 최대의 관섣을 기울여 야 한다는 결론에 

민족적 체국주의에 

분적하면 그는 변볍유산이 성공하치 못한 이유를 관심을 쏟게 되었다. 

민중의 

즉 변혁의 

처 

그렇기 때 

도달한 것이다. 문에 

맞저서 난국을 이겨내고 주 。~ 7l-~드- 이 
~ A --. ___ 1 

t:. u ζ 1 중국이 따라서 

중국의 만 중국도 민중들의 의식을 각생시켜 우로지 권을 되찾는 갇은 

족주의로 무장하는 받볍 밖에 없고 그민족주외를 중국에서 실현하는데 

출받돼야 한다는 것이다 26) 는 新民으로부터 

ÇÍ{ 정치제도의 梁걷쏟超의 이 같은 생 각은 

도덕운리의 C& J~에 

계몽운동으로 펑가퍼고 았는 

우잊보다도 그 목적을 두고 있었 

제국주의 챔략으로부터 

반영이었딘 것이다. 그러면 그는 

보았는가? 중국민족이 지냐고 있 

구하고 

먼중익 

것도 중국을 

하는 희양의 

무엇이라고 

그가 新民說을 처창한 

현대화시키고자 

중국민족의 

앞서 

다. 

나아가 

당시 

制에 

。

一금 
]‘ 
n 서

 야
 
7 

는 전근대정의 대표걷인 것을 梁혈超는 〈公德〉의 결핍으로 보았다. “〈公

〈新民(백성을 새롭게 함)) 개념을 취한 것이 

언흔을 생 

『近代'*짧 

25) 梁량超의 〈新民;은 ?大똘J의 
다. 

26) 郭灌浪， 앞의 꾀. 100 듀. 梁혈超는 대중계봉의 구처1 걱 땅볍으보 
각하게 된다. 여 에 대 해 서 논 東京大學文學部 中國文學몫fFF室編， 
η 思想 ε 文學~. 東京 1967. 중 「梁향超J 130~1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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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가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까닭이자 德〉은 바로 인간이 사희생활을 

우리 

(이기 

은관이 되는 것이다. 

그리나 道德은 

까닭도 이 〈公德、〉에 의 존할 만큼 공존공영 의 

없케 되었 

중국의 道德 발달은 二L 어느 먼족보다 암서 있다. 

거의 찾아볼 수 〈公德、〉이라는 것은 적인) 私德、에만 치우쳐 

다. "(論公德)2끼 

梁켈훈超는 근대적 개 1감의 국가사상을 보급시키는 데 공현한 인븐야기도 

중국의 천통도덕사상은 家(가족)를 중섣으로 잔개되어 왔다띤 梁

〈公德、〉사장은 이같은 중국의 전통샤장과 려립되는 것이략고 볼 

하다i 

행超의 

〈孝〉는 최고의 도덕표준이었낭만 〈公

이것을 梁

서
 

를
 

에
 
체
 

샘
 챔
 

더
기
 

도
 

이
「
 

서
a
 

즈
。
 

조
기
 

가
 

수있다‘ 

사후l 

돗한냐 

중십개념으로 수용하는데 

혈超는 國家라 셜멍한다. 중국은 수천년깐 가족을 중섬으로 하는 

였고 전재정치하에서 통치는 았었어도 근대적 자치른 창험하지 

라었기 때문에 민중은 군주로부터 통치를 받고 子렸는 

3돈1.--1 。
τ::::r- i:J:l-C 德、〉은 기족보다 

家長으토부터， 

이같은 전근대성윤 근대적 

양계 

그가 활용했던 

그리고 歸女는 남자의 통치를 받아 왔었다. 

의식으로 전환시키고 나아가 민중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초의 계몽운동은 주로 연론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이 깨 

매 체 가 『新民護報』쟁’ 였다. 

그는 열본망명기언 1899년 2월 입헨꾼주재를 주장하는 保皇黨을 조직 

새로 건섣하자는 한족에 의한 민주국가플 쟁조를 전면타도하고 하여， 

력명을 놓고 많은 논 웹
 

줄
 

입장을 보였는데 주장에 반대 孫文의 

보황사상은 신해혁명이 성공하자 군주의 

27) 郭港波. 양의 책 , 129쪽에 서 재 인용. 부연하면 “중국이 維新을 하려 믿 가갱 
먼저 민중을 維新시켜약 한다. 지금 중국이 부진한 이유는 국민블에게 〈公
德〉이 캘핑되어 있기 때문야다 ... 公德은모든 德잉 근원이다. 민중에게 유익 
한 것이 善이고 민중에케 우익한 것은 惡01 다. 德이란 것은 한번 정해졌다 

고 해서 반도시 볼변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公德、 즉 新道德의 탄생은 
불가파하고 新道德ξL로 부터 新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28) 이 잡지는 1902년 창칸， 주로 일본에서 달간되어 화교룹 대상으로 진파되 
었는데 나중에 上海지국의 失火(1907)를 계기로 그해 7월에 정간된다. 

29) 兩人은 두당〔華命黨과 保皇黨)의 합작을 위해 여2-~ 차혜 회함을 가졌'"나 

챙을 멜였다 29) 이후 양계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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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
J
 

수
 

1 

문제 

이돈적 

충격과 중국현대청학의 생성피 말천의 

격 하시 키 는 〈虛君共和〉라는 

정치개혁가로의 영향팩파 입지의 

존재을 상징적인 것으로 

져왔으나 이미 그의 

서양사상의 

δLι:::-' 1_τ ~1 그1 까
'"'lι4→τr 도rν "，츠 「一

없는 역사적 대세였단 것이다. 

탄샘 중국현대철학으f 파괴운동과 유교사상의 5.4시기의 4. 

『新좁年』고} 陳獨秀 • 胡適의 유교 비 광운동3이 4. 1. 

지식인은 琮찮秀였 

1898핀 의 개 팍 C!:t 
누구보I、「도 주곡닫은 

중국의 변핵 운동---洋務運動， 

혁멍 〔추갖童命)-의 살피l 원인을 

매한 

있어 새로운 중국의 건설에 

다. 그는 앞서 있었먼 

成變法， 1911년의 ‘1._1- 。
~ll二-한편에서는 

다튼 한견 가 

;상 결정적인 섣패요안을 중국인블의 매우고루하고 낡아빠잔， 즉 이쉐까 

지 단 한번의 ‘정신적’ 혁덩도 까치지 않은 낸후펀 봉건착 의식에서 찾 

보았고 불충분한 척켈에서 ‘낡은 제도’에 으드 
「증국’ 

도 혁명적인 전환 없이는 아무리 카구적연 맹볍과 제도의 았다. 의식의 

속에서는 결국 섣패할 수 낚 중국의 현살 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대 

의하단 그이1 따략서 에 없을 뿐이라는 확신을 진독수는 가지고 있었다 

Béτ8 0 T 
-→←「ι-'i ~ I 단생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국’이 ‘새로운 청년에 의해서’ 

또는파과 유교적 질서의 잔연해체 유교의 갱신 맺 고 복고적안 정동적 

는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다. 

사실적이고 공라주의적인 관점에서 전화촌에 

수는신해혁멍이 실패 ε1←고 효t止웰L으] 帝制운동。1 

맏은진독 강한 영향을 

지작됐을 무렵인 1915 

‘새로응 중국’ 

배용 

끝내 성공을 거두치 옷했다. 

30) 이 부분에 대한 섣증적 분석은 다음을 참조. 뚱꽃웰~中國피t혈恩 j펀멋~， 

한길사， 1986(제 3 부 저. 1 잔 중국혁 명 과 유교사상의 파꾀 , 284~332꽉). 

여기 에서의 서울은 암의 책 꺼、 3 부 처11 1 잔의 내용을 부둔척 o 로 닫춰1 요약 

한 것임. 

31) 최초의 장지명은 「츄年윈닫~;J였다가 1년뒤에 「新휴年」으로 바뀌었다. 

上海에서 획기칙 인 장지인 『新줍年~31)을 출간하여 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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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D 「청년에케 이 강간호익 판두블 장식 한 에 돼한 아걷표블 처1 시했디. 

중국현실을 당시 陳獨秀까 빌-간사의 형식 으로 가 고한J (1敬告좁年j)은 

호소 청년들에케 

중국은 진브하고 노훈한 공기로 충만해 

강중한 어조로 엠장에서 B벼아도커] 생각하는 지식안의 

이 "f 있오t케 펀재의 한 글로치， 

단정하여， 이갇은 뱅폐로분터 

‘청 년들이 자각해 서 응감이 분투하는 

이 임무블 저i 군들은 떠닫겠는가”라고 

밖에 없다고 

벗어날 수 았는 유열한 갤온 바르 

것 ’ 쁜 61 라고 하면 셔 “청 년이 여 , 

격펠한 녁투로 묻고 있다.32j 

가다간 중국이 I깅할 수 로 

도먼 지 특히 『新좁年』 주외에 

유교이념에 의 해 각인된 제 

깐]화론에 영향을 받은 다른 지직인들， 

식 인들과 :演獨秀는 증국의 뽑
 

모
 

i필수적인 전 ‘써로운 중국’의 건설에 등의 파괴가 도덕 도와 관습이나 

다윈， 일 환으로 ~新좁年』에 는 

진보적인 

작압의 이같은 자1 착엽이라고 생각했다. 

혁슐리， 톱스로이， 

것과 서구깎인 것 사이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 

단번에 파괴시 

소개되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중국적인 

안지1 냐 하나의 대링으로 파악했으며 

그틀이 우상이라고 분르는 모든 전통직인 

유교의 파괴 는- 새 로운 중국의 

이，-，，1 
1 1= 서양과 동양의 c: 

} 

。러셀 듀이， 므}./.
디--， 

새로운 

가치척도를 

관계블 

해 

녁
 

괴
 애 

야
 에
 
니
 

조
 

창
 

이처렴 키고자 했다. 

지작도l 

‘무히-허며 ‘ 
L 기 「 。

지식인들에 의해 

었、우며 01 더한 잔통적 λ}장과 가치의 파괴운동은 또한 소위 

〔즉 던닮週勳)까지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주는→←『新좁年』 주변의 전달해 양의 사상을 

/''1• science) 이 라는 ‘과학’ 〔賽，‘민주주의 ’ 〔德 democracy)와 陳3펄캄는 

‘삼강오륜’에 대 

은 논날 • 시사문처1 • 교양기사 • 독자통신란 등으로 구성펴어 잉、고 1판간 부 

슈는 기증과 교흰을 포한해서 1천부 청도였다. (양伯有一 • 맘村땀一外뿜? 
吳相熱뚫， 1Î中國現代벚.!]， 한견사， 262쪽 창고) 

32) 이 d 여섯가치의 랭동원칙을 제시하였는데 1. 노예적이지 말고 자주적으포 
되￡략. 2. 보수작이지 말고 전브적으르 되어라. 3. 은둔척이지 말고 진춰 
걱으로 띄어라. 4. 쇄극적이지 관고 세계최 o 로 펴어라. 5. 허식적이지 말 
고 섣각각으표 피어다. 6. 공상걱이치 딴고 과학적으로 되어라. 등이다. 

윤라인 두 개념。11 키초래샤 한편으로는 섣통척 도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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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튼 한편으로는 전통적 중국사회의 미신적인 생각(특히 음양돈 및 

귀산숭배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 이는 바로 내용적으로는 유교적 

질서와 유교의 매과학적 독단에 래한 파괴플 의미하였다. 陳獨秀의 확 

신애 따루면 동양과서양의 본절적인 차이는서양에서는 ‘개인’이 사꾀 

의 기분단위언 데 만해 동양에셔는 ‘가족’ 이 사회의 기본단위를 이푼다 

는 것이다. 그러묘로 陳獨秀는 근본척으로 가-족질서를 반영하는 유교논 

‘개인’이 사회적 만위가 되는 ‘현시래’의 삶에 더 이상 척합하지 않다 

고 확산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유교플 증화만국의 국가이데올토기로 

부활시키는 데에 반매한 근분이유었던 것이다. 

‘개언주의’에 기초한 陳獨秀의 유교비판을 진폭적으로 지지한 胡適

(1891--..，1961)은 이른바 ‘둔파혁명’ 의 기수라 불펠 정도로 종래의 文言작 

인 쿄린양식을 과갚하게 갚고}하여， 白話사응을 주장함A로써 도 다흔 

영역(둔학)에서의 전통사상(유교) 파괴작업융 시도하였다. 물-뜬 그 '3 

시까지 중국어jλl 白듭죄에 의한 표현방식을 채용했먼 신운잡지 7~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둡은 대부분 혁명사상을 닐리 보급하기 위해셔 알기 

쉬운 구어를 수단으로 환용한 것이었고， 정동의 문학은 분언체로 표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매하고 있었다 33) 그같은 관념에는 지식인과 

만중이략는 분명한 차등척 도식이 전제되고 있었다. 

“꽁자약 그의 학파플 다도하자 , "는 구호를 내세웠띤 胡適은 앞찌 71 

엽센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男女 맞 夫歸문제에 관련띈 전통적인 유교 

의 관습에 대해 그것이야단로 ‘비도덕적’이라 하며 격렬한 비관을 전개 

하였고 이로 인해 전몽주의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기도 했다 34) [ê新

좁年』을 통한 自話운동은 이링게 해서 급속혀 시대의 주듀가 되고 이후 

다양한 개혁을 꺼쳐서 오늘의 중국둔학을 만들어 낸 것이다. 캘돈척오 

33) ↑左伯有←→ • 野村浩一‘ 外著， 앞의 책， 272，쭉. 
34) 진투수는 단번에 이것음 문한의 내용의 문체로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공자 

쿄비딴 • 융다혁영에로 연컬사켰다. 그라고 이 무렵부티 『新츄年』캉지드 처} 
1 린 (1918년)부녀는 관진E、 白話文으로 바뀌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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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뿐리내리거l 

운리펙명 C&橋敎) • 문학혁맹이라고 펴는 

중국속에서 렴 으로써 , 新文化운동을 民國 이 후의 

성공했던 것이마. 

이 당시 로 『新좋年』은 

E
一E펴

 데 
의 

하는 

업적 『古史辦」파 고힐감 등 〈擬古學派〉의 4.2. 

유교비판과 우상파괴 분위기는 짧은 청년학생들 

연구를 고두시켰으며， 

5.4운동 이후 중국의 

얼만과 사휘둔제 비판적 6典의 古代史와 에게 

‘엣 

137 판적 

득히 사학계혜사는 

것을 의삼하는 학풍’(擬古學때)이 얼어나 잔통과 권위에 래해서 

인 저서블이 신지식층간에 유행하게 되었으벼 모든 전통이l 

주된 꾀→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보금을 가속시컸다. 전통얘 대한 희의적 저술외 

디1 한 재평 7} 

작업이 

회의주의와 고둔비판은 중국 고내사와 고잔띤구얘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 경향의 지도자는 유명한 중국 띄文학자 

이런 여건 속에사 

(후에 錢玄同(1887"-' 1931)과 검은 역 사학자 顧넓剛(1893"-' 1980) 이 았다‘ 

B}로 r古史빨~01 다.)11新 연구논칩을 엮은 것이 띤구가들의 이들 Bl 판적 

꽉-생참지 당시 비판걱 일원여었던 전현등과 편집책엄자의 투륭年』장지의 

층국학 

자플로서 새 로운 비 판정 신의 영 향을 받고， 당시 胡適이 주장하는 끼} 로 

‘과학적’， ‘비판적’얀 학운방법콘을 자기들의 새로운 럼구의 사각으 

로 뱉아들였다. 그 같은 압장에서 전현동과 고헬강 등은 윤교으] 경전인 

구분퇴지 

、 ( 
느 • ι」
감 L 고힐강은 고전문펀에 언 『新懶~35)의 펀집책임자의 하나인 

。

τ
 
」

τf~ 하 

35) 1916년 북경대학 철학부에 전압한(예과 입학은 1913년이었끼리- 닌넨고얀차 
」휴학하게 된다. ) 고힐강은 당시 蔡元培교장이 처}창한 ‘학둔각 지유’에 적 
지 앓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이 서기는 陳獨秀가 『신걷견」을 흥해 준 
도한 사상혁명이 일대 파란플 일 o 키고 있었고 또한 1엠適이 소개한 샤양의 

학술관점 이 주목을 받먼 쩨 였다. w新湖』는 이 같은 영 향하에 서 , 1918년 북 
경대학에서 고힌강 등이 주축이 되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신사상학술 

연구를 목적3로 창간련 잡지였다. 劉량林主編， w當代中國社會科學名家~，
社會科學文敵出版피t， 北京， 1989, 84~85쪽 참즈. 

고객샤헤 중국의 않았먼 역샤와 신화가 아직 nl 
:지 

‘ι -!J--.-;'1 ’ 
/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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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판작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사살 유교의 정통적인 교섣에 따르면 

‘六經’ 은 요두 孔子 자신익 저 작이 었으며 , 또한 중국 장고시 태 는 유교으i 

‘보수적’， 또는 ‘회고적’ 역사 • 사회관에 따라 수천년간 유꽉자듣에 의 

하여 몇몇 성인들이 통치했던 ‘太平盛世’로 높이 평카블 받고 있었다 36) 

顧의 고대사 연쿠는 불가지콘과 역사적 태도에 입각했다. 그는 여 ~-l 

시대 :쉰섣들의 변천을 거숱려 올라가 그 관념을을 현대의 민속·민요와 

대비시컸우며 많은 역사인물들의 전기연구에도 이와같은 방법을 사용했 

다. 이 방법으로 그는 孔子에 관한 중국인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어떻 

게 변천했는가를 지척하고 아울러 그와 관련판 신화의 발전을 추작했 

다 37) 고헬강의 비판적인 연구의 결과 유교가 갈하고 있는 많은 성인들 

은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결국 ‘신화척’인 가공연붙인 것오 

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른바 5천년의 역사를 가졌을 것이라고 상정피 

었먼 중국의 질재역사는 마챔내 겨우 3천여년 청도로 줄어지케 꾀었다. 

그리고 유가들에 의해 청송되었던 중국 상고시대의 ‘태평성세‘는 이제 

더 이상 현설척연 역사카 아니라， 다딴 후래의 유가들이 만들어번 카공 

적언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설명되었다. 

과학적우로 엄밀하고 정확한 증명을 제시한 ‘擬古學派’의 육경에 대 

한 문헌비판은 정통유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닝1 판적 연구는 춘추시대 인물로서의 孔子를 漢代이후에 성립한 정동유 

교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블 가능하게 했기 애문이다. 수천 년간 보존되 

어왔던 유교사상의 신비가 근본적￡로 벗겨졌기 때문에， 정통유교는 이 

제 성스려운 기반을 잃어버란 것이다. 이처렴 ‘古史辯學派’의 유교적 전 

통파괴 작업 은 중국근대 5.4정 신의 전통을 이 어 서 봉건적 전통에 반대 

36) 송영 배 , 앞의 책’ , 3~8쪽. 
37) 고힌강에 의하면 JL子는 휴秋시대 (B.C. 722~476)에는 君子로， 戰國시대 

(B.C. 4ì5~221)에는 성인으로‘ 西漢(B. C. 202~A. D. 9)에서는구세주로， 
그리고 東漢(25~220) 01 후에는 다시 성인으로 여겨졌고 이제는 다시 군자 
료 간주되고 있다. 고헬강 r春짱、時代的孔子和漢代的JL子J， ['古史觸』 처1 
2 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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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척극적인 의의튿 지냐고 있었:며 봉킨사희블 정신척， 이흔걱으로 

지탱해 왔먼 古代벚에 회의한다는 것 자치1 가 하나의 반:등깐되 고라블 

형성한 것이었다. 

서구적 합리주의와 시민사회의 역사적 지평을 가졌단 중극의 신식 지 

식인들에 의한 청통작 유교의 가부장적 울리에 매한 티l 판과 정풍유그의 

경천인 ，六經’ 및 그것에 의해 理想化 되었、년 중국의 J::퍼‘史에 대한 비 

판적연 연쿠의 결과로 인하여 전통적 중국의 영예와 자존섣은 복구될 수 

없을 만큼 첼저하게 파괴되었다 381 

4.3. <問題와 主義〉논쟁 과 〈玄學과 科學〉논쟁 

반봉건 • 반저l 국주의 노션을 천명하고 학병의 71 치블 높이든 5.4운몽 

의 주체제력들은 향푸중국혁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것인기→하는 

당면한 문재블 둘러싸고 대랩하게 되었다. 01 째의 첫벤채 논한이 이른 

바 〈問題와 主義〉 논쟁으로 불리운다. 5.4운동 직후 개혁외 암청에 달 

아오른 중국의 청년학생들은 중국의 현잘문제들이 어떤 특정한 저양의 

〈主義〉로써 총채적 • 전면적으로 해결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려나 자 

유주의적 지식얀듬은391 중국의 문제는 어차피 점진적인 빙→빈주느로서만 

해결가능하다고 봄으로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닫는 이념적 

〔혁명적) 입장 표명을 당연히 반래하고 나섰다. 

당시 중국의 사회 • 경제적 상황은 헐강들의 분할로 인해 야 E 쑤용건 

半식 민지 상대 애 놓여 있었다. 이 러 한 현실에 당연하여 胡適은 실증주의 

적얀 점진적 개량주의를 당시 중국문제의 해결방도로서 제시하였으며， 

야에 대하여 01 태조는 자븐주의사회의 운제점의 해결과 제국주의와 문 

챙하는 사회주의의 이념적(혁명작) 노선을 옹호하고 나섰던 것이다. ]펴 

適은 1919년 7월 『每週評論』어11 í問題를 보다 많이 연구하고， 主義를 보 

38) 송영애， 앞의 책 , 332쪽. 
39) 그들의 철학적 기반은 주로 실용주의 ·개인주획 ·공리주의르 표현되며 당 

시의 때適은 이 노션의 대표적 얀불이 었다. 



C 3 1 J 

。1.
'2. 

둔기] 

논치는 궤득셔‘ 꺼 

문제를 보다 닫아 연 

충격파 중국판꾀침꽉의 생 캉파 말전의 

그글의 

실용주의 철학을 무키로 구깐작인 

‘공허’한 主義 :이념]블 보다 적게 

논설을 탈표하였다 

서양사싱의 

다 적 게 말하라J40 ! 는 

수 있는 것처럼 

주징이었 랄하자는 갖가지 구하고 

설 uc:l <'감 즈L르/’1 겨l 급 

혀며프 o 그」 
-. D 1•'" 밝스준의외 

。.-1:- -'=-1::l -;7 '1-6 -C- L--r J.:..-

임장이사 

맞지 

투쟁 이 론에 반대 하고， 사띄 잔화본의 

정하고 점진적얀 샤희개량주의를 주잔했다. 

중국현실에 그는 또 맑스주의가 다. 

이기적 그러나 이마 5.4운통의 직접작인 계기가 되었듯이 서구딸깅의 

중국분할은 당시 서구벨깅의 의휘민주주의에 대해 후감을 갖고 었던 지 

동시에 만족주의척 느끼케 하였으며 감작스런 흰멜을 식인들로 하여금 

「돼델와主 8원 1919년 이대조는 이에 주었다. 일깨워 자각을 새롭게 

주-까으 걱] 버 
"-.) = 0 ~ 胡適의 

‘主義’플 떠나서는 

義를 재 폰함J(再論f볍題主義)이 라는 글을 받쿄하여 

연구와 해결은 
/ι-

닭스 • 레넌주의를 지도원칙우로 삼아 

붕가분의 관게플 지 

다수인이 해 

이푸어깊 문제의 

중국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주장했다 41) 

니고 있는 것이으로 

흐로 버l 판하고， 

없으며 

야한마고 ‘王義’는 ‘問題’와 그리고 

위해서는 사회 헤결하키 사흐?문제블 

둔처1 달 해결 만드시 。l 블 위해서는 

‘理想’과 

둔제로 되어야 하며 결하고자 하는 

있어야 한 ‘王義’가 먼저 추구하는 얄
 

과
 

@ 하는 척도로서 

/갚처1 둔제를 한편으로는 확산을 갖고 “따라서 

함은 물돈 다른 한펀우로는 이상적인 

도움을 주는 것 o 로써 

우리의 사회운동은 다는 

‘主義’블 선전려야 한 

것이 아니 

연군해야 

결 5L 상충되는 서로에게 이것은 다. 

40) 周策f짧은 해j適의 「문제플 더 많이 연구하라{는 제안은 요령있고 시키걱절 

한 것이었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이점에서 기다 다른 주의나 사상의 추증자 
보다 더 나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경저， 사 

회 문제 가 중국의 탕면과꺼} 중 가장 중대 한 운처l 였음에 도 이 들(해適派)은 이 

같은 절박한 현싣운제을을 연구해서 무언가 가설적 혹은 최증적안 해결책 

을 제시하지 뭇했기 때문이다. J휩策維， 앞의 책， 207쪽 참조. 

41) 呂希뿔 • 王育民 主編， w中國現代哲學史j]， 吉林， A民出版社， 1986, 25쪽. 

이대조는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사적 유물폰의 원리에 근커하여 사회의 
구체적인 문께블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드시 남은 토대를 깨뜨리고 새로운 
트매를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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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2) 라고 강조하었 다. 

현재 중국에서의 평가처럼 호적파의 자유주의(개량주의， 실용주의)와 

이대조플 중심으로 한 맑스주의와의 논전은 살질적으로 그 당시 중국샤 

회가 앞우로 걸어가야 할 혁명투쟁노선을 켈정하려는 사회주의 노선과 

자유주의적 노선간의 최초의 공개적인 정치작 • 이념적 논쟁이라고 평가 

할 수 있겠다 43) 

‘問짧’와 ‘主義’논쟁의 결과 

형이상학적 관념폼에서 

요컨대 

시각이 종래의 

중국지식인들의 사회블 분석하는 

딸피하여， 근대학문이콘의 영향 

을 받아 과학적 • 학문적 으로 중국문제 를 

고 싶다. 불콘 胡適의 ‘問題플 많이 

논구하게 되었다고 펄자는 보 

연구하자’ 라는 실증주의적인 주장 

은 탈봉건주의 라는 계똥단계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 라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민족적 자랍을 추구하려는 중국사회 

혁명적 발잔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의 상황을 다개하고 현실을 

변혁시키는 대중운동의 구체적 전개국면이 펄연적으로 요청될 

없었다. 그 요청의 현실화블 위해서는 ‘主義’의 확고한 이념적 

립이 더욱더 역사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고 생각된다. 

수 밖에 

지도확 

또 다른 논갱으로 당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科學과 玄學〉 논쟁이 

이는 일명 〈과학과 연생관〉 논전이라고도 불린다 44) 張君챔(1887"-' 다. 

1969)로 

전의 

대표되는 

객관볍칙을 

玄學派는 

부정하고 

으로써 결국 ‘의지만능’， 

자유의지콘을 돌고 나와 자연계와 사회 말 

인간의 의지가 객관물질의 반영엄을 부정함 

즉 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을 주장 

하였다. 1923년 2월 14일 北京 淸華大學에서 랭한 ‘인생관’이란 강연을 

통하여 장군매는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5.4운동후 마치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양 과학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 

42) 呂希끓 • 王育民， 主編， 앞의 책 , 74쪽. 
43) 呂希長 • 王育民， 主編， 앞의 책， 78쪽， 

44) 이 논전은 張君劇(1887~1969)가 『淸華週報』에 「인생관」이란 
게재한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강연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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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과학은 자신과 외부세계의 관계에 대한 태도인 

인생관과는 여러가지 점에서 다르며， 일반적으로 과학의 득갱이 〈객관 

적 • 논리적 • 분석적 • 인과적〉임에 반해 인생관은 〈주관적 • 직관적 • 종 

합적 • 불확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그는 과학이 아무리 딴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451 

반면 丁文江(1887"-' 1936) 이 주축이 된 科學派(胡適， 吳뺨，[1펀)는 현학 

파의 태도블 과학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비릇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형이상학과 과학J(玄學과科學)이란 제목의 논설을 시작으로 만박을전 

개했다. 丁은 ‘2천여년간 유럽에서 무위도식 했고， 이에 설직하여 새로 

날조된 간판과 사기광고을 가지고 극적으로 중국에 행진해 온’ 〈형이상 

학 귀신>C玄學鬼)에 張이 흘린 것이라고 혹평하띤서， 인생관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어떤 지식도 비판적 논리적으로 연구되지 

않으면 지식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둔에 과학은 지식분야의 全能인 것 

이며 따라서 아직도 중국에 필유한 것은 科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兩진영간의 피상적이고 흔란된 논쟁 461은 1년여간 계속되었는데， 분벙한 

성과와 결폰을 얻지는 옷댔지만 중국현대사상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 

45) 덧붙여서 그는 현재 과학에 의해 성취된 대표적인 물질문명인 서양문명이 
제 1 차 세계대전이태 유립인을에게서조차 의섬받고 ‘햄오’되고 있는것을 

보더라도 중국은 자산의 정신문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결릎지었다. 다시말 

해 중국인에게 섣사싱가들의 과학옹호가 중국문제플 해결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이는 과꽉이 그에겐 사회과학 대부분， 모든 윤리 • 종교 • 형이상학 
-실은 철학 전체 을 포합한 의미인 인생관과는 아무 관련도 없기 때운。l 

고， 또한 서양둔명은 개혁자플이 배격하고 있는 동양문명만큼 좋은 것이 

옷펴기 때둔이라는 것이였다. 張君萬b， I人生觀J ， 方松짧 外編， ~中國現代
哲學原著選j]， 上海. 復므大學出版社， 1989, 134~ 140쪽 참조. 

46) 당초 논쟁 은 科學이 人生顆에 얼 마만큼 적 용될 수 있는가의 운제 에 서 출발 
하였지만 토흔자플 층에 논쟁의 헥섣문제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파악했 

던 사람은 거의 없억다. }펙策織은 이 논쟁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논쟁운헌을 검토해보면， 張君짧u 등 玄學派의 논지는 
오이켄， 베르그송， 드터이쉬 이론에 입각한것이었고 T文江힐파가 주장한 
논지는 대부분이 듀이. 제엠스， 핵슬리， 칼 피어슨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 

다. 그러으로 사살상 논쟁은 랭동주의적 이상주의와 주지주의적 잘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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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끼쳤다. 

i馬友蘭엌 T中國哲學史』으| 意義4.4. 

현태척 의마의 〈중국철학〉의 탄상은 1910년대에서 찾아진다고 하컸다. 

1915년 이 후 숲 며圖의 〈복택 운동〉은 근대 적 교육을 받읍 중국의 

은
 

나
 
먹
 

은
 

그들은 수천년 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갔다. 지성인들에게 

근데적 이념을 새〔풋， 중국익 사망을 선연하였으며 서구의 계봉주의적얀 

Mr. Democracy)선생이 라는 두 상깅적 인 용 Mr. Science) 잔 생 과 덕 〔德，

되펴l 적 사고의 꽉 모든 〈봉건적)， 이름하에 두선생의 어로 정약하고 이 

『新춤年』에 의한 〈新中國〉의 창출을 꾀푼하고 0-병적 척결을 외치면서 

섰다 이런 배경하에서 WI띤 미 국유꽉에 서 갓 툴아온(1917) 胡週의 

출간은 바로 펀뎌적 의마의 〈중국칠학〉 

당지 

1919년)의 

그 당시 이마 낙양의 지가플 올리게 되는 

그는 그의 청년기까지의 전통걱얀 교육에 영향을 닫아 중 

。• E 。• 
。간

〕
 

큰
 

國哲學史大網~C상판， 

의 효시가 되면서 

얻게 펴었다. 

받으 새로운 근대철학교육을 익숙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국고전에 

릉하여 다르 하 E;져 바펴응 
」 기거r-" -ï I-èr "1=i ~ 주석 가들과는 근본적 으로 이전의 

중국철학사상을 허석해 

사실 

으로해샤 

국가통치 유교사상이 정통적 

〈경 )C經)이 성 립 되 고 그 。1

수 았었다. 

공자의 

1핀 
t. 

중국에서는 기원잔 2세기에 

이념으로 확렵되면서， 유교적 고전들로부티 

자7‘의 생 래로 중국의 사상가들은 그 경들에 돼한 주석을 해냄우로짜‘ 

적건 자키의 개 

더1 

기초하 

중국철학샤상의 

그 누구나 많건 

성적인 철학을 될수록 은폐하고 오직 경전외 권위만을 확증시켜주는 

기여하여 왔다. 그와는 달리 호적은 고증을 통한 실증적 자흑에 

여 각 사상가들의 개성작 

말하자면 함올시카는， 속에 zl- '" τ1 ;져 1 '2. -L-.~i..!.. 

?、1 거1 ;셔 ù] 
/근 낭 1 나 

흑은 자연주의 사이의 논쟁이었우며， 인식론의 문제는 직관론과 낄용적 갱 
험주의라는문재로바꾸어 말할수있으며， 따라서 이을학파을사이의 챙 

학적 논쟁은 이같은 논쟁에서 거의 채결될 수 없었던 자유의지본과 결정 
온간의 문제라고 이해될 수도 있었다.‘’ 周策總， 앞의 책， 311쪽 참조. 

특성을 밝히묘로써， 



흐름을 처음으로 유의마하게 전달할 수 있、았먼 것이다. 

사실 그의 콜럼비아매학의 

名學史』의 내용을 약간 보충한 것에 불과하었다. 븐질척으로 보자먼 

의 철학사의 기술에서는 아직 명확한 중국전통사회의 역사척 흐픔의 파 

악 위에서 논의된 것이 옷되며， 그라고 군리션상 외에 先奏時代의 철학 

랙심문제를 중심으르하여 철학사의 흐튿을 정리해내지 옷했다. 

그러냐 호척의 염격한 고증과 자료에 패한 검증의 양볍은 당시의 

경대학의 유벙한 한학자 錢玄同과 당시 북-경대학의 학생이있、던 

C 3 5 J 푼체 충격과 중국현대첼익의 생성과 받전의 서양사상의 

그리나 이런 

학의는둔인 『光泰

후 

• 1 
} 

1-:1 
그「 

『중국철학사대강』은 적의 

;셔 -, 

않될농덩剛 

박학한 

척결해내고， 

이
}
 

들
 

그
 

이블로 하여금 

신화적 

끼침으로 헤서 

중국의 

심대한 영향격을 등에게 

쁨
 

역사에서 바탕 위에서 고전설략의 

고증띈 자료 위 고잔샤상을 새로히 고전들의 진위블 밝혀내으로써 여러 

마련할 수 있게 하 학둔적 기초를 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었다. 이들 ‘古史햄학파’의 섣증적 자료검증을 바탕으로 1924년에 

비 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몰아온 챈友蘭(1895"-' 1990)의 학문활동 

려
 다 

콜
 

。l 서작된다. 

초반 

싹
 다μ
 

그
l
 

띈
 

부친의 영 향으로 20세기 

열중하였오마 

또한 익숙하게 

중국의 고문학숨에 

철학적 학둔경향에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난 풍우란은 그의 

중국의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미 국유학을 통하여 미 국의 에 

편§京내 희 의 미 국인 교수 L. C. Porter가 휴가차 콜렴 그는 미국유학 당시 

종국인 조수로 발탁되어， 구1 그의 중국학을 가르잘 때 비아대학에 와서 

국후에도 Porter교수와 협조하여 중국철학사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종사하게 된다. 사질 풍우란 자신은 1923"-'1926년 간에는 원래 서 

그러내 Porter 교 

일에 

양철학을 중국에 소개해 올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수와의 인연 등으로 서양에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맡아보다가 결국 

그리고 중국철학사을 강의하게 된 것이마. 1927년부터는 연경대학에서 

강
 
섭
 풍우란은그때까 

그의 淸華대 학우로 자리 를 옮기 면저 

그 당시 철학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1928년부터는 중국연 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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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중국학계의 학문적 성과의 로대 위에서 중국의 전통사회내에 사상 

사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두개의 사회적 대전환기〉플 인 

식 하게 된다. 그 하나는 〈춘추전국시 대 〉요， 다른 하나는 〈청 닫이 래 서 

양문명의 충격시대〉라는 파악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에서의 철학은 바 

로 귀족계층에 한정되었단 원시학문이 사회적 발전으로 귀족층의 몰락 

과 동시에 지식인층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춘추전국시대〉의 사회적 대 

변동에 기언하는 지식인들의 학문활동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시대를 子學時代라는 틀속에서 소위 〈諸子며家〉의 사상사작 • 철학사 

적 발잔을 다루어 주고 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 이래 유가사싱이 독 

존적 국가이데올로기로 확랩된 때부터 이제 서양문명의 충격으로 무너 

져가는 최근세까지， 주로 그 經典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장사 

적 시기를 득히 〈經學時代〉라는 틀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의 『중국철 

학사~(상권)， 즉 子學時代 부분이 1930년에， 그리고 1934년에 상하쉰 모 

두가 완간됨 으로씨 , 그보다 10여 년 전에 출간판 호적의 『중국철학사대 

강』의 결정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중국역사말전의 그 시기시키 마다 철 

학적으로 논의 될 수 있는 철학적 문제들올 통사적인 면모를 갖추어서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연경대학의 대학원생으로 또한 淸華대 

학에 와서 풍우란선생의 강의를 청강하던 미국인 Derk Bodde는 이마 

1935년에’ 『중국철학사~(상권)의 번역을 끝내어， 1937년에 출판하였다. 

그리고 풍우란은 당시 펜살베니 아대학 교수가 된 Bodde의 초청으로， 

1946년 그 대헥의 객윈교수로 가 았으면서， 그의 번역작엽을 도와 주었 

다. 또한 풍우란 자신은 그곳에서 그의 방래한 저서언 『중국철펙사~(상 

• 하)플 줄여서 1)' 1면學哲學小史~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1948) 라는 영 문단행 본을 출판하였다. 

이 책 을 편집 출간한 Bodde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하고 있다. “이 책 을 

읽노라면 중국철학의 법주는 孔子나 老子 또는 그들과 관련된 關家나 

道家학파을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함을 알게 될 것이다. 2500년 동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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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사상가들은 서 양의 철학자을이 관상 을 기 울여 왔띤 주요문제 들을 

거의 모두 다루어 왔으며， 또 이들 학파둡이 111 록 몇 백년동안 동일한 

이릎을 지녀왔다고 할지라도， 그틀의 실제적인 야념적 내용틀은 한 시 

내에서 다음 시대로 가면서 크게 변천허 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ïJ 

Bodde 교수는 풍우란과의 협조하에 완역하여 1952년에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 영 역 본(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2 Vo18.)을 표련ζ느본 

디}학에서 출판하였다. 

풍우란은 1949년 이후 北京大學교수로 있으면서 맑스래닌주의의 입 장 

에서 다시 중국철학사블 연구하여 1962년 『中國哲學史新細~(제 l 권)과 

1964년 그 수정본을 내놓은 이랙 더욱 정진하여 19801건부터는 때J國혐 

學史新編』을 총 7권으로 정려하여 출판 중에 있다. 이재까지 이마 6권 

이 출간되었오며 ， 95세의 고령우로 금년(1990)에 사양하였지만 -란 제 7 

켠이 완깐 출판될 예정이다. 풍우란의 「다1國哲學史」는 그 내용면에 있 

어서 현재의 학둔수준에서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특히 불교와 챙대부 

분이 소략하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동서양을 막릎하고 중국철 

학을 엽둔하는 기돕고전오로 펑가될 수 있마. 사실 그의 『中學哲學史』

의 득징은 서양작인 웠述式 哲學史〔폈友蘭(은 。l 망식의 단점으로서， 독 

자의 原典에 대한 갚이있는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와 

중국방식안 選鐘式(철학자 개인마다 그의 사상을 대표EL는 자료를 망라 

하여 이블 시대순으로 펀집하는 방식) 哲學史라는 푸 평식을48) 종합한 

데 있다고 하겠다. 단순히 서양철학사의 도방이 이-닌 자기나릅대로의 

역사척 • 사상적 관점을 통하여 중국사상의 흐픔을 체계화시줬다는 점에 

서 그의 학문적 • 사싱사적 업작을 높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7) Fung Yu-lan ,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γ， ed. by Derke 
Bodde, Toronto, 1966, p. xi 참조 . 

48) 이에 대한 網友蘭의 상세한 설영 ξζ로는 다음을 참조. 
f馬友蘭， 11中國哲學史J(上冊)， :11:':京， 中華書局， 1980(第)篇， 第→章. 뽑論， 

(十)-랬述式的哲學史與選錄式的哲學史J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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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中탤l哲學史J 칩펼을 통해 〈역사발잔 • 진보적》인 사관을 실증적우 

보이기도 하었디 49:' 로 제시해 

발전 5.4 이후으I <관념론〉과 〈유물변증법〉철학의 5. 

똥
 

유입과 이대조의 형이상학적 맑스 레닌주의의 5. 1. 

그것이 어떻 

앞에서 (3. 1) 설명한 바와 

앵캘스에 매해 저1 매 

부터이고 된 것은 안개 

게 핵맹적 지도이념무로 자리장게 되었는까? 

같이 각시 아 10월 혁덩이전까지 

맺게 맑스주의와 인연을 중국이 

주그01 드。C:}A 
。 Î l....!. L:ε 「二- 근1 -•-, 

단편적이 역시 미미하고 란스주의에 대한 옷했으며‘ 프로 언식하지 

2E파되어 까
 
치
 

{ 
「그

 
티
 

그러나 5.4운동이후 그릇되꺼조차 했다. 삼지어 어서 

(사섣 1918 란다. 맞게 고양되는 시기플 중국민중의 정적의식은 새롭게 

유업된 굉스 • 래넌주의 중국에 1919년 5.4운동 이 전 까지 년 후반기부터 

중국에 잔해전 소식아 러시아 혁명의 품과했다. ) 수준에 는초보작민 

꽉스 • 리l 

갖춘 자식인으로 변모하 

발표한 「프랑스 혁맹과 러시아혁명의 

혁명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비롯한 급진적 

년주의 블 받아들혀 츠보적 인 

기 시작했다. 이대조가 당시 

후 이 데 조(1889"-' 1927)를 

「볼셰비커의 승리」 등은 이러한 변화의 정후릅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 몇편의 글을 통하여 맑스 • 레닌주의해 

거 하여 ---부르조。1-혁 멍 과 드롤려1 타라 아혁 명 의 본질적 인 차이 룹 인식 한 

= L 

승리 J ， 「서만의 관J ， 

찬미하기에 이른다 50) 

이래조에 있어서 

승리블 

달러 

이껴조는 라시아혁명의 

二L라나 다른 인붙들파 수용은 1남다 발스주의의 

모든 중국지식얀들처람 진화론의 영향 

49) 嗚友蘭， 앞의 책 , 22~25쪽 「歷史是進步的」 참조. 
50) 이 시기에는 이대주의 금 외에도 『新좁年J]， W每週評論』 등의 진보적 간챔 
물에는 맑스 • 레닌주의릅 소개하거나 토론한 골이 살리기도 했다. 특히 r每
週評論Jl 16호에는 증국에 최초르 「共옳黨울듬」의 간추린 번역불이 소개되 
기도 했다. 呂希릎 • 王育民 主編， 앞의 책， 23쪽 창조. 

당대의 그도 역샤 있마. 른 짐이 



= 3 9 J 문제 생상파 발전의 충격괴 증극현대철학의 서양사상의 

그가 맑스주의로 천 근저에는「←특히 그의 사상의 을 받7 드 했지만， 

사싱플 전통적인 191딘년 사이 에 는 중국의 향하기 전인 

〔윤교작 인 인 간콘과 這칭， 

1912년에서 

득히 莊子의 세계판)이 지배하고 있었마 51.) 

또는 득채적얀 사휘질 가부장작인， 유고사희의 이대조는 정통작 닥그저 

그는 개별 사상을을 중시했다. 

무한한 자유를 

j필家의 개방적인 

속박에사 

서를 부정하키 위하여 

적 존자플이 선양한 莊子텃어난 모든 인위직 

7]1 받을 편대의 정치작인 의마 

꺼념을 가지고 어떠한 츄 

입-빅얀을 받아왔먼 

民활’ (인 간의 자쉰질서 >52)

만’이라는 ;잔봉작 

이치l 까지 

전통적인 

로 말전시켰다. 01 는 바로 

단과 독새채제라도 부정히고 

의 

「-''-만중들의 

보려했먼 것이라고 말할 수 유하고 자연스러운 자유와 칠사를 설현시겨 

합
싸
 

이대조는 인간의 덮
 

커
 끼 

득
 

중극을 채생서킬 도한 노년의 있다. 

근가로 윤어들이는데 인간관을 자거주장의 깅조하는 유교의 인은주의적 

n: '二
-"-è-‘개인의 의져’ 그가 득깎으로 한 것은 근본적으로 볼 때 여 71 에시 

‘자유‘ 

그리고 비-

중국만족 전체의 ‘의지’ 니 

주목합 펠요가 있디. 

보다는， 우히려 

꾀 상이었다는 사설에 

듬제였다키 ‘자유‘잉 

가 중유한 관싣의 

도덕적면로 
? 
? = 
「‘君子’，둔제의삭은 대한그의 t τ~1l "，]、

걷-/‘ q 녁 j 로 사희 잔체의 

‘주관 유교의 마땅이 가져 야만 한다고 하는 전통적 흘푼한 지식인듣。‘ 

비훗된 것으로 보얀다. 책임의식버서 척--윤리작， 

뿐리내리고 중국의 전똥작 사고에 자기의 샤상을 븐질척오로 이처램 

있는 이해조는 ‘ i店家띄‘ . 

51) 이대조의 초기사상잉 태해서는 필자가 『中國社會思想史Jl(한갈사， 1986) 제 
3 부， 제 2 진→ 딘즉주으걱 끽식인틀의 밝스주의에로의 잔환」에셔 지서1하게 

감낀 바 있다. 필자는 이제?}치 。1 대조의 사상플 다투어온 동서 양의 여려 

찬자들， 예띈다3 먼자얀 츄위츠， 도리스 마이스너， 郭港波‘ 바루야바 바쓰 

유키 등과 건펴를 닫려하고 았다. 왜냐하변 저자는 그블과는 달리 。1 대조 
의 초기사상은 충극E-~: 전통사상， 특히 댐家의 ‘인간의지’본과 道家 특히 
莊子의 ‘遊’의 세계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운이다 송 
영 매 , 앞의 책 , 359~3S7득 찬조-

52) à 대조는 그의 글 「인간의 자연철서와 정치 J(民聲與政治)에셔 장자가 말한 
인간의 자떤성을 드히 긴도착고 있다. 方松華 外編， ~中國現{1;;;哲學原著選~，
上海， 復l간 大쩔t:\ 1얹관. 198~\ 3 r--.--26쪽 참조. 

‘i힐경f的’ 사유플 새릅케 해석할 수 있었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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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의’ 사상(뭔 ~ L: 
•Ï-.""'C" 보수적 인 사상뿐만 아니 라， 

자거의 

견[ τ7 -03 ...., -.J.:-' ï 당대의 해서 

펄자는 보고 싶다.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τ꺼부분의 지식인블(여]컨매 陳獨

캅작스협게 무랙으로 7〕J 정라시 

낙관할 수 없 었 던 1918년의 

사상 

당시 

독렵걱얀 

이대조는， 

t든 E ~l --r 
τ'1""::누 ü I~ J::-. 스 • 례넌주의도 포함된다)들에 대하여 

채계를 유지활 수 있었마고 

중국에사 대표적인 

。
一
E

JL 

공
 

nU 

처
。
 

1917년 

혁명의 

아니라， 

자신도 

秀， 胡適 등) 뿐만 

무너도련 례닌 

상황에차， 그의 新歸家的 道家的 색채관에서 나오는 

형이상학적 신념에 따라 아무런 의삼과 주저없이 ‘볼셔1 비즘의 승리’를 

세계역사의 신기원우로 받아들였먼 것이다. 여와 깜은 헝이상학적 저1 겨1 

관우로부터 그는 중국에 서 최 초로 확산음 가진 닭스주의 자로 등징→하게 

그리고 이대조의 이같은 독특한 싸제관에 의해 닭시증이 줍 

또한 멜리케 되었다고 필자는 

낙관적 

아플 

흔란스런 

사
”
l
 

걸
 

m ’ mm 

없
 

M 
야
써
 

1d 
σ
b
 

n 
때
 

… 

뼈
 

떼
 
핏
 다
”
 

느
 」

1 

『

치
고
 

다
 
되
 

었
 
화
 
고
 

되
 

국
 
보
 

5. 2. i，馬友蘭으[ 판념 철 학 : T新理學j 등으! 업 적 

f，8~友|짧이 『新理學~， ~新原道』， r新事論j]， ~新原人j]， r新世뢰JI~ 등의 책 

을 앗달아 발표하였、을 해 중국은 일분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직향을 하 

고 이른바 민족해망투쟁의 지도이념으르 자리장은 二L

다푼τl 

정7-1 착 

란시즘이 사서히 

는
 、
나
1
 

칙
 
제
 

n
τ
 

전파되던 시키였다. 

떠난 ‘理’ 카운덕 진리 카 있다고 

세계관올 가지고 구체적연 사회적 

리고 광범위하게 확산， 

당시 풍우란은 ‘설제’를 

형。1 상학적인 학둔작 

엽장을 강댄하였 관섬을 초월하여 소위 ‘순수학운’에 종사하는 자신의 

마. 鴻友f젊의 『新뺀學』은 주로- 끊朱學派의 ‘理學’ 과 서 구의 ‘新합在論’ 

펴낸 책들의 지1 목 그가 당시 의 영향을 닫은 것우로 분석되고 있다 54) 

이 도두 ‘新’자로 시작윤 하는데 이는 철학걱 o 로---치열한 디}립을 브 

63) 송영 배， 암의 책 , 387쪽. 

54) 심希옳 • 王育民 主編， 암의 책 , 392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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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L 파‘_ 11、~ è}l .2.. 
-=J-C -6 -1=1 t:. 새로운노선 

서양사상의 충격과 중국현대챙학의 생성과 딴전의 

이고 있던 유불콘과 관념본 모두를 초월하여 

말견하였다는 의미이다. 

이어받고 있지만， 

다l탤욕 
~τ 1ζ 이것은 ul 록 宋明道핑의 그에 의하면 

전혀 새로운 형이상학이다. 적어도 낡은 핀이 상럭을 

『新理學』에서 팩友蘭j은 ‘理’플 구체적 사둔과 동떨어진 

구체적 사묻의 븐원으로서 구체작인 사물보다 앞서는것우로 보샀다 

즉 모든 일(또는 사건)에는 (그 자체에) 그것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갇을 열어주었다" 55)고 한다. 

득덤핀 갓이 

며 

까딛-(텐以) 

이사 

이미 하나의 

된 

규정한다. 예를 들녀 

위치하는 것은 

‘판!’ 다고 

위에 

바로 鴻友蘭은 

위치하고 있다건 

이 있는데 이것을 

물이 저 사물 위에 

있을 수 있는 끼닭융 지 

그 까닭(한 사물 위에(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 바로 

그러 한 ‘理’ 이 다. 또한 『新理學』은 일단파 기1 벨을 

있는 독립적인 것이펴 

따라서 위에 있는 것은 반도시 위에 

니고 있는 것이며 

위에 

분리시켜 

관계이다. 

。l~ ~느 。12二
Aλ E ’ /λλ '-

구채 I칠어져 ‘理’를 구체적인 사불과 

멜’지{념은 

아니라， 구책걱인 샤불 

이것은 程카;텔ìlK의 

이같은 k펴友蘭의 

공통적인 볍착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본질과 보펀적인 

있는 추상적인 

적엔 사물보다 앞서서 

이마 사물의 

보다 위에 펠學 흑은 관념이며 

觀念論과 완전히 일치한다. 

『新理學』은 ‘많’ 를 구체 적 

주할 뿐만 아니라， 

추상재퍼드로 간 동떤어진 별개의 

간주한다. 

사불과 

시공을 초월한 절대로 ‘3뀔‘는 구체걱 즉
 
대떤하고 우주 시간과 공간과도 있플 뿐만 아니라， 사물들과 분리되어 

추상회 선바회-이렇게 해서 ‘理’는 한충 더 

그려면 이픈바 〈新理學〉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블 초월하는 것이라고 한다. 

『처Tj]J!.~션』에 된다. 

‘實際’ 가 아니 라 ‘륨際’ 라고 한다. “철 략은 단 의하면， 신이 학의 대상은 

않는다" 56) 긍정할뿐득별히 실제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지 진제에 대해 

113'"'-' 114쪽. (呂希홈 • 王育民 主編， r中國

10'쪽. (呂希뚫 • 王育民 主編， ~'中 I한[훨代합 

55) 鴻友蘭， w新原道"'-'， 商-務印휩館， 

現代哲學史~ 393쪽에 서 재 인용) 

56) 鴻友蘭， w新原道~， 商務印書짧， 
學史~ 396쪽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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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륜 의미블 지난 개념이다. 말려 는 ‘혈l聚’ 는 ‘實l聚’ 와는 여기어사 

일켈을 수 있는 것으 ·았다’라고 그
 

• 
s 

λ
 

디
 
f 
J ‘員際’는 섣멍에 따특띤 友蘭의 

“
할
 

R 반면에 또는 힘이상학적얀 〈本然〉이핀고 할 수 있다. 로서 선험적， 

〈自然〉이라고 할 수 존재하는 것을 가리카며 際’는 실껴로 경험세계어1 

‘實際’가 있우면 거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實際기→ 았으며 싶까l 적 。!1 rl 
‘ · 

‘寶際’는 반 그균1 나 ‘휠際’가 았다. 그- 所以然者로서의 기어1 는 만드시 

置際는 딴드시 實I聚블 통하뇌 존재 

였、고 일시적이고 변풍작인 

존재하지만， ‘할텐와 관련되어 투시 

존재는 시작과 끌이 f똘際의 할 필요는 엽다. 

1펀치않는 것이 끝도 없이 영원하며 존재는 사착도 것염에 딴테 員I聚의 

공청한 뿐 贊際

논라척 

‘칠둔은 단지 쉴l梁에 래하여 

에 대 허、 샤 는 부정 한:::1-. ’ 라는 獨友蘭의 임 징 이 관념 철 학자르서 의 

그렇 71 깨둔에 여기서 

‘員際’란 

휩f뀐펌學에 

근원이라 

유리 

〔젤매척 관념〕의 대병사에 지나지 않는 것고로사， 

야것만이 진섣련 존재이벼 자연과 사휘존재의 최푸의 

블론 이것은 객관 사묻의 실 ;;11 의 情況으프푸터 완전딩 

공걷하는 사섣 r흙짧學』이 일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組對特패’ 

따르펀 

고 한다;:，'"[) 

존재할수 섣 계 :> (ideele Realität)로셔 만 〈관념작 초경험적인 .2.끽 되어 

재일차작 아러한 〈관념척 싶재성〉에 돼?] ;}둔에， 라보 이컴에서 밖에 

성 2섣 。1

필지-는 이낱한 그의 관념첼학은 二L기- 둡히고 았 

보지-띤 →朱子의 

풍우란의 철저한 핀념철펴자로서으; 

뚜텃히 드각나고 있다. 

는 〈함〉치에二 불구하고 근원착오로 

언 철날;적 의 11] 플 부여하는 

;정통 〕목훤파 

조균도 다튿 것이 었다고 판마. 

업적 맑스주의 : r實體論』과 『予眉論』으! 毛澤東의 중국화된 5. 3. 

맑시즘을 지도이념오로 중국공산당의 성칭카에 드돈뭔東은 중국혁 텅 괴→ 

그는 학멍이튼을 단 터우기 월긴 인묻이다. 그 학맹:)]콘윤 싣첸에 하여 

:-L. 통해서， 현장실천을 아니략 직정적인 

57) 담希붉 • 츠던育댄 主編， 위의 책 • 396~397쪽. 

쿄과서적으르 이히한 것 0]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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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τ
 

생상과 발천의 충격과 중국현대철학의 서양사상의 

나이가 판 。1 콘을체득하고 리고 농만 • 노몽차와 함께 싸우는 가운데처 

시켰다. 

중국의 미래씩 대한 나름미 

멍시에 유행하먼 쇠닥 사상플 

시 즘을 중국화(Sinisierung des Marxismus) 

마처 

다얀 

당시만 해도 

못하였으며， 

毛澤東은 5.4운동 

갖고 

사섣 

로의 전맏을 있져 

동조하꺼1 란스 • 헤닌주ζ 에 그가 이념적으로 을 추종하였、을 뿐이었다. 

毛澤져받은 胡適이띠]까저만 해도 이르러서이다. 띈 것은 1920년 11원에 

의 겪은 고유첸 체힘어1 

네
 

” ‘특수한 성한’에 

근키하여 

이푸 그는 자산이 

돼
 

주
 

O 이르는 

있었마. 

19401건대 어1 

인식하였으머‘ 

영향아태 

1920년대에서 

λ.1 ~CLξ:=. oJ 
드 。-기 

입각하약 

재된 객관적 볍적성을 중
 

이근한 인식에 바로 

수 있었먼 것이다.멘 국사회플 변뜰시캘 

중국혁멍을 올바르게 둔채외 ‘질저1 작 ’ 인 。 JL→

/.Á、 τ:중국사회가 안고 당시 

치
 

」

/딩1 .:'0느 òJ \ 。 o -j 〈도그바로저 가 아니 라〉 위래서 毛澤東은 맑시즙을 언식하껴 

연구핸、 

상:끽했다. 

득수성에 

〈끌1 명의 과학〉으로 

필쉰적인 것으로 

중국의 구체적 

니아가 그는 닭스주의블 

중국화흔 깨문에 란스주의의 

간략하케 셔슬하자면， 

간주했다. 
7 허

송
 

「-으뎌 

이에 대하 

;긍1 0 2 、
η---. 

毛澤東은 

그가 맘시즘’우로 맏전시키고자 했다 

민족적인 형식을 취한 맑스주의 

‘구체적 /- ζa 
~一， 1결합시켜 。

-
-
」

즈
 
P 

” 
이
 

챙확하 뎌 닭시즘’이란 ‘구체적 말한 

τ르 -, 
〈댐스주의의 

이는 빔스주의의 

반제·반봉건 

그
 

당띤과제인 

투걷 c11 작용-되는 맑스주의 였다. 

〈란스주의 의 중국화〉블 뜻하며 , 

조건’-→즉 처
 「

체
 

「T ‘증국의 

쟁---아마사 구쉐작 

구체적 적응〉이란 

표한하면 게 

? 

I二

가능한것으 지도한 때 。

-
금
 

드
 
E 재

 
문
 

중국의 현실적인 모든 내응야 결박한 

。

ìí 중국공산주의자에게 당치의 때 
U 

Q
」
E 입칭에서 이러한 인석하였다. 그 ]• 

뿐인 것이다. 

득수성윤관 

란스주의’ 

또그픽 수 었으며 

‘증국화만 

띄
 

E 혀
 

Q 
Q 「

τ
 

즉
 

1 굉스주의 

특수성에 의하여 

용한 컷은 JL직 구체적 

그것은증국의 

58) 송덩배， 앞의 책 ~11 31~ 체 3 장 r마프크스주의의 중국화파 도택똥의 핵 

t명흔_'， 405쪽(이 부분어‘ 내한 저숭은 주로 필자의 중국럭영에 1:11 한 분석인 

암의 젝 제 3 부 제 3 땅의 내용플 요약 재구성한 것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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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가운페 그 속에 내재된 ‘특수한 모순듭’을 실천적우로 해소할 수 

있는 닭스주의 이 다. 毛澤東은 바로 이 같은 ‘구체적 인 맑스주의 ’ 같 중국 

사회의 변혁에 적 용하기 위해서 노팩하였고 이려한 毛澤東의 사상적 특 

정(이블 毛澤東主義략 부르기도 한다. )으로 인해 중국혁명을 놓고 스탑 

란의 혁명노션과 데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주의 운동사에서 毛澤東의 이콘이 시종일관 확고하게 

지도적인 위치를 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른 나라의 판산주의 운 

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국공산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오랜동안 느산산의 

오류와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천저하게 극 

복되치는 카덩 때로는 격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59) 

『實錢論』과 ~~"眉論』은 항일투쟁 당시 毛澤東이 올바튼 턴←스사상을 

확핍하고， 또 전민족적 운명에 관한 민족적 대투쟁을 앞두고 있단 시 

점에서 당과 대중의 투쟁을 바로잡고 나아가 투쟁에서 최후까지 이겨내 

기 위해서는 사상투쟁의 무기가 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필한 것이다 60) 

『寶錢論』에서는 인간의 인식 (지식， 않)과 질천〔행동)의 관계에 대해 서 

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념흔은 인간의 ‘질천’문제를 푸시한 체 순 

수 인식의 영역만을 논하지만， 이에 비해 변증볍적 유물콘헤서는 물질 

과 갱신， 존재와 의식의 관계를 유물론적￡로 이해할 뿐만 아니다 언간 

의식의 자각적인 행동(즉 실천)에 의해서 존재플 변화시키고 또한 세게 

를 〈변혁〉시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毛澤東은 맑스와같이 〈세계를 해석하는〉 사변작 이콘에는 판심이 없 

었고 〈세계를 변핵하는〉 핵명이폰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v당考의 차이 

는， 毛澤東에게는 실천의 푼제가 중국혁명의 사활문제 61)였만 테 만해서 

59) 특히 1931년부터 1935년까지는 당의 지도부가 주관주의적 사상에 경도뇌 였 
고， 그뒤 일본과의 전쟁 이 가장 곤경 에 처 했먼 시 기 (1942~1943)에 도 각양 

각색의 이론들이 충현하여 혁명투쟁에 큰 장애가 되기도 했다. 

60) 공식 층판은 1950년 1월에 이루어졌음. 
61) 毛가 볼 째 半식띤지상태의 후진 중국의 혁명은 -‘고전적 자유주의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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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까지의 (맑스 이전까지의) ‘철학’의 전 

복이 둡지i 었던 것이다. rr實鏡論』을 통해 毛澤東은 유울변증법적 인식른 

서양사상의 충격과 중국현대철학의 생성과 말전의 문제 

二L
L.. 득히 얀간은 걱관 살제에 

층분히 말휘해야 한다고 강 

노력 없이는， 다시말해 인간이 자신의 

능동적 • 헥맹적 반영론임을 밝혔￡며， 

거를 두고 이에 부합되는 자각적 능동성을 

조하였다‘ 62) 그는 인간의 주체적 

이 

이해에 

왜냐 

않고 펄연성에 대한 이콘적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소시키지 

성렵하지 

‘필건성’을 실천 속에서 

만 만족한다떤 인간의 ‘자유’ 는 

섣천이기 

‘오 
「

하면 연깐을 펄연성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은 인간 자신의 

때운이다. 毛澤東에 따르면 진정한 얀식은 인식되는 대상의 상태를 

적의식을 갖고’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실천을 인식의 원전오 

명확히 규정하고논 
4 

과
 

그는 인간의 ‘목적의식을 가진’ 활동， 즉 사회적 

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실천이란 캐념을 

실천의 겨븐형식은 생산투쟁， 계급투쟁， 과학실험 

생산실천이 가장 커본적인 실천활동으로셔 다른 모든 판동을 결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간의 인식과정을 

등이며 숱하여 

에저도 

정하는 

형정과 

걸친 

정확한 인식의 

말점은 항상 살천에서 인식으로， 인식에서 실천드로의 여러차례에 

반복과장을 커쳐야 하며 또한 사회적 실천만이 진리를 컴증하는 유일한 

구체적으로 논술하여 

는 ‘독점적’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주의의 ‘컬갱론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 

니라 중국민중의 창조척이고 자유로운 참여릎 통해서 즉， 분명한 목적의식 

을 가진 혁명적 섣천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나가야만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여기에서 毛는 바로 ‘주관적 의식의 능동척 역할’을 강조하 
케 펴는데 ::L 01 유는， 말스의 혁명전략이 ‘고전척 자유주의적’ 시대의 부르 

조아 사회의 전복을 겨냥했던 것이어셔 1920\1대에서 1940년대의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이상 쓸모없고 집지어는 해롭기까지 했기 혜문이다. 

62.) 毛澤東은 인간의 의식적 능동생을 모든 사회만천의 근본척 원인의 픽우선 
에 놓는다. 그는 인간의 ‘주관적 능동성’이 오든 인간외 2적인， 즉 ‘물질적 
인 조건’에 대한 척도임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연간의 주체적 참여 없이 

는〉 모든 사회 • 역자적 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毛澤東은 
모든 역샤와 사회적 상황이란 것은 이를헤연 ‘神’이나 ‘物質’에 의허 ;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 창조되고 진전흰다는것을 
확인사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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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준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출발하여 三즙澤東은 언식의 요 τ7 ---，르 
,,"0-•• ~O ， 

시 말해 인식이 객관실제에 부합하느냐의 여 부는 요직 사회 걱 샅천을 통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사회적 실천을 기초로하 

인식의 말천과정， 인식의 옥적， 잔랴의 기준 등에 관 

해서만 해결될 

여 인식의 원전， 

한 변증볍걱 유물돈융 전반적이고 채계적S로 논술하였고， 특히 인류얀 

직의 총체적 볍칙을 제기하여， 〈설천 인식， 재실천， 재인직〉야라는 행 

/l:.1 ~ -, ~ 꼴임없이 만복 • 순환되는 것이며， 나cl가 실천과 인식의 순환으} 

내용이 앞의 순환보마 한단계 높게 전진 함을 강조하였다 63) 이 라 한 〈잘 

재살천， 채안식〉의 끊임없는 만복속에서 인간상호간의 관껴 

자연과의 관계를 항상 〈보다 높은 단계르 끌어 올리는 것〉야 

천， 인식， 

와 인간의 

毛澤東主義 철학외 

『주}톱論』에서 

특징안 것이다. 

毛澤東은 맑스 • 례난주의적 변증볍의 랙섭안 내랩물의 

통일‘립착을 중점적드로 밝혀， 모순 분석법에 관한 이른체계플 처l 키하였 

그는 안간의 구체척 삶과 사회적 세계를 ‘형식논리적으로’ 〔즉 관조 "d.-. 

적 이폰적우로) 보는 것이 

적인 계급투챙이 끊염없이 

아니라 ‘대렴의 통얼’， 정확히 달하면 현잘 

변증뱀척으로 진행되는 역통척 과갇으로 본 

다. 바로 이첨에서 毛澤東 세계관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테 그에 파 

료면 모든 샤불외 말칠， 즉 언간현상뿐만 아니 략 자연현상의 란전에도 

‘내템의 통일’， 다시말해 ‘정립， 지양， 재정링， 채지양’의 무한한 만복 

。I 근처에 놓여 있는 것이며 또한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의 냄끽〉이나 

〈、:대렘의 통일의 볍칙〉이 자언과 사회의 근븐볍칙이자 동시엑 -κL윤의 냄 

착이라는 것이다. 도택동의 견해로는 모든 것이 우주의 질테걱。]고 잔 

체적엔 모순극복의 발전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6!) 

63) 呂希품 .3:育民 主編， 앞으〕 책 , 657~658 

64) 이갇은 毛澤東의 변증볍적 사고블 필자는 중국의 전통적얀(즉， 도교;진 유 
교적연) ‘道’악 개념과 적지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띤 이려한 찬 
통사상을 배경으료 해서 毛澤東은 사적유물온의 “결정폰걱” 성향을 래재 
할 수 있였커 매운이다. 나아가 그는 밝시즘의 종말론적 섣향을 전통척인 
‘道’의 무한한 운동의 변증볍에 의거하역 받잔척 ò 로 극복해 나간다.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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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여 인낀을 객음부터 통얼’이라는 세계관에서 ‘대립의 도택동은 

‘역 ~)l 二2 E. , ú ò "s 二_ll J ì 
서 I 1l--, , 잉 믿=- -O~IÎ /、 1 즉 인간은 끊임얹이 존재로 생각한다. ‘역사적’ 

τ仁
-"-‘ 。 !7 니 { 

'-• τι수 기 따라서 수 있으티， 말진시킬 한 단계 한 단계 사’를 

컬콘객」느르 무넥동 

인간 

‘자유’를 설천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 철학에서는 향상 언간의 ‘의식적 환동’ 즉 ‘실건’ 이 

이 바로 사회와 자영의 밭죄이자 준인공얀 것이다. 이같은 인삭윤 전통 

적인 중국의 숙명콘적 (수동적〕 

'-
{ 

1 •-

‘인 인간관’과 맑시즘의 경제 철건픔착 

그라니 이으1「짙은 인간의 

u 
민r 다음과 갚은 역 사;7갚 걱 

1920년내에사 

뛰어념은 것이라고 플 수 있다. 

능동성 ’ 을 강조하는 모택 동사상은 

중국현디l 의 

두
 

r 모
 

‘주관적 

제애 직면하지 

간관’ 

1940넌꾀에 않을 수 없다. 

미 
치 

• ←」

?j :二二λ「 J =르 •• 11 -1 상태에적 ‘반봉건 • 반식만지’ :그; 

「혁영잔쟁기간， 르는오랜 

여긍}피느 굉Q 주L 
1 드 E λλE 

다 

등등을 촉진시키는 과정어l 

영향틱을 말후1 했다 

/~ ιJ 
~~ ;:츠 1 등동성’에 대한 높은 팽가가 과연 샤회주-의 

사휘 생산락，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기간 동안에는 틀림없아 결정적인 

샤
잉
 

책
 캡 

γ
 짧
 

。
-

도
。
 
괴
애
 

마
기
 
바E
 

묘
 
、
시
 

과한71 숨 

동시에 

‘련 

부?적인 

추구하는 

‘효과적’ 인 

고 평가해야 할 것안가 하는 문제가 닫는다. 

대화’ 제일주의의 개망적 노선은 분멍히 이점에 대한 하나위 

역사적 평가 또는 대탑이략고 하겠마. 

중국이 현재 

‘역사필띤적’이었고， 또한 서도 

口 L
E! 

= -I그 맺 6. 

조
 

<
]

빚어나 

세계적 

중굽인둘에꺼1 

생려학적 세계관에 의존했딘 

‘과학’과 ‘민주주의’로 두장하여 가공할 힘을 발취하던， 

‘주관’ (허상)을 

-.9.. 01 。
끼 Bτr 샤양적 가치관의 

중국중심의 

ct펀전쟁을 계기로 시작띈 

래의 

이른바 

그라나 중국인을은 흉스처럼 눈을 뜨케 하였다. ‘객관’ (섣상)에 

밀려드는 외래사조블을 

조류인 

요
 
。

샤
 자
 

이른을 푸분적우로 

체 3 부 제 2 잔 저1 2 칠괴 472.483쪽 참즈. ) 

그 방법과 수용하띤서 

앞의 책 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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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출발에선 늦긴 했지만 수동적야고 숙명콘 

안으로는 봉건적 잔재 를 허 붙고 밖으로는 지l 

맞서 짜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잔 

않았다. 했을 뿐 맹목적오로 추종하거나 결코 그것에 종속되지 

비록 서 양보다 근대화 다1 열의 

적인 φJ- τ1 
1-ò- --L--, 딩”朝에 며불지 

국주의의 컴략전쟁어‘ 

‘유교적 손무로 수천년 동안 존속픽어 왔띤 해 나가띤셔 결국 스스로의 

자희’를 웅괴시키고 란시즘을 중국화시켰단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논익해온 서양사상의 충격과 그것을 흡수·발전시쳐 

온 종국 현대 지상사의 딴전과정， 날하자연 중국 현대철착의 생성 • 말 

전 과청은 마처l 로 3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계는 번역툴을 통한 진화사상의 유압지기이다. 이 단겨l 에서는 

〔양우운봉의 영향을 직 • 간접으로 받으떤셔) 중국의 객관척인 7î~ ./ζ1 걷L 
거-'-t 도， 

여기에자 

‘과학’과 ‘만주’에 영향을 받아 중국을 개학시키고자 했j느냐 

만다. 개혁의 지도부는---제도와 정치적 띈력구조 등의 개편 

그천---개혁의 질패원인이 바로 개헥의 실질적인 대상이자 주체가 

‘사회진화 본질을 중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인식하고 아울러 

른’의 시각에서 중국인플 自끓을 호소한 시키였다. 폭로하여 

은 셔양의 

갤피}하고 

에 

당1 
c 대중계몽운동에 았음을 간파하고 봉건의식에 전근대적 될 다}중들퍼 

을 은기 시작한다. 

유꽉했먼 학생 단계는 5.4운동을 전후해서 알븐과 구미각국에 두벤째 
c: -。유압된 질용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 ·두정부주의 

시기의 중국지식얀들은 출판매체를 통해 유교파괴 

진개하면서 대중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띤서 

들이 귀국하면서 

의 잔파시커이다-

또다 운동을 강도 높게 

중국민족의 당면과까 른 한편유로는 다양한 대용의 격렬한 논전을 통해 

란다. 

세번째 단계는 일본의 참략에 적극적인 쩌항으로 맞서기 시작한 ‘반 

제 만봉-건’선선 형성시거로서 이미 대중적인 지도션을 확립한 맑스주의 

와 지도아념을 요색하게 

맞게픔 중국화 되 어 가는 시 카 라고 할 수 있다. 가 중국적 상황과현섣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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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역사적 펀자는 여기에서 

음미하면서 이 

교훈과 그 교훈이 우리에게 남치주는 

u: 。---/、 긍 
二그 。
금 E 끝맺고자 한다. 먼저 ‘자주성’의 건지이다. 

그들은 서구제국주의 익을강의 무력앞에 골욕적연 패배를 겪고 또한 온갖 

치벨과 멸시를 받이-가면서도 성급히 서구플 모방 답습하지 않고 치열 

한 논전과 목숨을 건 푸쟁을 통해 중국에 꼭 필요한 것을 찾아냈고 rτ 
.J-

그것을 철저히 중국화 시켰다는 사살이다. 

들의 현실참여의식과 실천의지이다. 

또 한가지는 학자 및 지식인 

그들은 초기의 반동군별들과 그 이 

후의 보수적인 독재쉰럭의 정치착 단압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끊임없이 논쟁공간을 확대하면서 대중들을 계몽하고， 나아가 지지 

를 획득하는 작엽을 

필자는 보고싶다. 

전개함으로써 ‘知行合一’의 정신을 구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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