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대 경영이론의 집점

경제와 기업 활동에서 변화의 속도

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서 현대 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관리해 나

가느냐 (Chage Nanagement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기업 경영

에 있어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은

리더쉽이다.
Dr . Pet er Koes t enbaum의

<Leader ship>에는 Leader ship
Di amond 라는 도식적 개념이 소개

되어 있다. 그는 마름모 꼴인 다이아

몬드 형태에서 가장 위에는 Vi s i on
을, 마름모 꼴의 가장 아래에는

Courage(용기)를, 왼쪽에는 Rea l i t
(현실)을, 그리고 오른쪽에 Et hi c
(윤리성)을 두고, 리더쉽에서는 이

네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

다고 했다. 이 리더쉽 다이아몬드에

서 Vi s ion, 즉 이상은 유학에서의

道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Rea l i t y는 현실을 처리하는 지혜

(知)를 의미하며 Cour age는 見危

致命(위기에 봉착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노력)하여 비전을 이루어가는

용기 내지 결단성이다. Et hi cs는
조직체 성원들과 부하에 대한 지도

자의 Car e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忠恕와 같은 것이다. 즉 부하나 고

객을 보살피는 방법, 또 사회 전반

에 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

는가가 윤리의 기본이 된다. 마치

유학에서 모든 윤리 도덕의 기본을

仁義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 필자

는 이러한 리더쉽 다이아몬드를 바

탕으로 삼아 논어 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유학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

유학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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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키움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 필자는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경영자로

서, 지도자로서 위상을 세울 것인

가 하는 입장에서 논어 를 다루고

자 한다. 특히 논어 를 읽는 방법

에 있어서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으

로 파악하거나 처세훈으로 읽는 것

을 지양하고, 다만 경영자론·지도

자론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 다른 사서와 구별되는 논어
의 특색

1) 논어 는 철학적 개념인 誠

대신에 실천적 개념인 忠恕 즉

盡己之心 , 推己之心 을 중점적으

로 다루어 경영자론 내지는 지도자

론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그 특색

이다. 충과 서에 대하여 <集注>에

서는 충을 진기지심 으로 서를

기지심 으로 해석하고 있다.
2 ) 논어 는 民 과 利 에 대하

여 仁義 를 강조하지만, 논어 나

맹자 에 있어서 경제 생활이라는

것은 民食의 바탕 위에서 仁과 義

를 생각한 것이다. 즉 경제적인 가

치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경제를

넘어서는 가치인 仁義를 추구한 것

은 아니다.

4. 논어 의 현실중시와 이상주의

논어 의 道 는 비전을 의미하

기도 하고 과정이나 길을 의미하기

도 한다. 篤信好學하며 守死善道

니라(泰伯) 라고 할 때에 도 는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로 가는

구체적인 길(과정)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중용 에서

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뜻은 아니

다. 동시에 논어 는 철저한 인간주

의에 입각해서 고대(堯舜시대)의
이상적인 정치사회 실현을 지향하

고 있다.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도

비전 즉 목표의 설정은 매우 중요

하다.

5. 이상(Vi sion)을 실현하는 방도
로서의 政 과 君子(경영자)

1) 그렇다면 비전을 어떻게 실현

해 나갈 것인가? 필자는 이상(비전)
을 실현하려고 이끌어 나가는 담당

자를 君子 로 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政 (政事)이라고

각한다.
2 ) 정사(政)란 조직을 바르게 운

영한다는 것이다. 魯나라 대신 계강

자가 공자에게 정사는 무엇입니

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는 말했

다. 정치는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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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만일 올바름으로써 이끌어

나간다면, 어찌 그대의 백성들이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政者는

正也러니 子師以正이면 孰敢不正이

리오[顔淵] ). 정치를 바르게 하

기 위해서는 임금과 신하와 아비와

자식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

게 수행해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

子). 즉 조직에 있어서 각자의 역

할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정치

를 잘 하는 것임을 뜻한다. 이것을

경영에 적용시킨다면 각 조직체의

책임자, 임원, 관리자, 사원이 각

각의 역할을 정확히 정해서 그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

는 리더답게 이끌어 나갈 줄 알아

야 한다. 리더를 선출하는 방식은

민주적일지라도 일단 선출된 리더

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는 첫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둘째는 인재를 키우고, 셋째는 솔

선수범해서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넷째는 모든 사람을 흡족하게 해주

어야 한다. 子路가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께서 다른 사람에 앞서

자네가 먼저 열심히 노력하라.
부지런히,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계속해라 (子路 問政한대

子曰 先之勞之니라 請益한데 無倦

이니라 自曰 必也正名乎인저[子
路] )라고 말한 것은 모두 이와 같

은 의미이다.
3 ) 논어 에는 공자가 말하기를

민은 따라오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民可使由之요

不可使知之라[泰伯] ) 라는 구절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우민정치라

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말을 경영의 요체로 이해한다.
실제로 경영을 할 때 비전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만 해서는 도

저히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없다. 목

표를 제시하면서 비전에 도달하는

길을 잘 제공해 주어야 백성들이 따

라주는 것이다. 공자의 이 말은 경

영이라는 것도 항시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본다.
4 ) 논어의 마지막 편 마지막 장

에서는 경영과 경영자관에 관하여

요약하여 밝히고 있다. 논어 요왈

편에서 자장이 경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물었을 때

공자는 다섯가지 좋은 점을 잘하

고 네가지 나쁜 점은 하지 말라

(尊五美 屛四惡)고 말하였다. 좋은

점 다섯가지란 혜택을 주되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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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가 되지 않게 하고(惠而不費)
일을 시키되 원망이 나오게 하지

않을 것이며(勞而不怨) 욕심을 내

되 탐내지 말고(慾而不貪) 태연하

되 교만하지 말고(泰而不교) 위엄

이 있으되 냉혹하지 않은 것(威而

不猛)이다. 네 가지 나쁜 점이란

인재를 기르는데 가르쳐주지도 않

고 부족하다고 단정하고(不敎而殺)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고 경계해주

어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취되

기를 원하고(不戒見成) 뒤늦게 명

령을 내리고 기한을 지키도록 강요

하는 것(慢令致期)과 다른 사람과

같이 해 줄 것이면서도 인색하게

구는 것(猶之與人也로되 出納之吝)
이다. 이러한 논어의 가르침은 기

업의 정당한 이윤의 추구와 인재양

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경영자 내지 지도자로서의
군자

1) 경영자 즉 군자는 조직의 소

유자가 아니라 受託者이다.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대개 논어의 군자는

소유주라기보다는 무엇을 잘 경영

하도록 맡겨진 사람이다. 논어에서

증자가 선왕이 돌아가시고 나이

어린 임금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또한 나라 백리를 맡길 수 있

고 큰 위기 상황에 도달해도 그 지

조를 꺾지 않을 사람을 군자라 할

수 있겠는가(可以託六尺之孤하며 可

以寄百里之命이오 臨大節而不可奪

야면 君子人與아)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한

다(君子人也라) 고 대답하고 있다.
2 ) 경영자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공

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

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함을 걱정하

며(君子 不患人之不己知오 患其不

能也니라) 군자는 자신에게서 잘못

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

는다(君子는 求諸己오 小人은 求諸

人이니라)고 말하여 타인의 이목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

정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 ) 경영자는 사람을 잘 알고 써

야 한다. 논어에서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공자는

남이 나를 모르는 것 보다는 내가

남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 했다(不
患人知不知己 患不知人也) .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말이 아니라 행

동을 보고 채용하여야 하며 행실이

나쁜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

이 옳다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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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以言擧人하며 不以人廢言이니

라).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모

든 사람이 그를 싫어하더라도 한번

더 살펴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번 더 살펴야 한다(衆
惡之라도 必察焉하며 中好之라도

必察彦).
4 ) 경영자는 올바르고 공평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몸을 진실로 바르게 가진다면 경영

을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한

다면 어떻게 당신이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苟正其身矣면 於從政

乎에 何有며 不能正其身이면 如正

人에 何오) 만일 경영자가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부하직원을 바르게

이끌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늘

恕 한자를 지켜야 한다. 내 마음에

비추어 생각하라. 내가 싫어하는 것

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내가 싫어

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리라 생각하

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하

리라고 생각하라(其恕乎인저 己所

不欲을 勿施於人이니라) 이것이 바

로 보살핌이다.
5 ) 경영자는 자신의 사명과 한계

를 알아야 한다. 堯曰장 마지막에서

공자는 命을 알지 못하면 군자라

고 할 수 없고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예라는 규칙을 알지 못하면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없고 말을 알

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不知

命이면 無以爲君子요 不知禮이면

無以立야오 不知言이면 無以知人也

니라) 고 했다. 명은 자신의 책무

인 동시에 한계이다. 지도자란 命

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규칙과

자기가 설 자리를 알아야 하며 사

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지도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

아주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한계

를 잊는다면 지도자로서의 바른 역

할을 상실하게 된다.

7. 利 를 넘어서 가치를 추구
하는 경영자 내지 지도자상

1) 결국 지도자가 추구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공자는 民을 위

한 현실적인 부와 利를 바탕으로 그

것을 넘어서는 더욱 높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 만일 제멋대로 두

어서 이해만 추구해 나간다면 원망

이 많이 생긴다. (放於利而行이면 多

怨이니라) 즉 이로움을 추구해 나

가되 그것을 규제할 가치 규준이 있

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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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옳은 것을

생각하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見利

思義하고 見危授命하며 久要에 不

忘平生之言이면 亦可以爲成人矣니

라). 고 했다. 그러나 기업가가 이

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이로움 위의

가치를 추구했을 때 그 기업이 경

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

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세계화,
개방화된 사회에서 이로움에만 치

우쳐서 경영을 하다가는 결국 신뢰

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로움을 추구

함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가치 이

상의 가치, 이상이나 룰에 의해서

자기를 규제할 줄 아는 것을 克己

復禮라고 한다. 자기를 극복하여

예에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한 경영자이다.
2 ) 논어의 첫장에는 하나의 종합

적인 경영자상이 제시되어 있다. 배

우고 또 때때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자기를 알아주

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사람이 자기를 전혀

몰라주어도 전혀 마음에 꺼리지 않

는다면 그것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

不 이면 不亦君子乎아). 이 세 구

절은 각각 정진과 실천의 기쁨, 알

아주는 즐거움, 사명감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논어를 지도자론으

로 볼 때 참다운 지도자란 계속해

서 배우고 실천하여 멀리서 자기를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혹은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준다 하여도

조금도 마음에 불편이 없는 사람이

라 하겠다. 그러한 자세로 항상 忠

과 恕를 가지고 일관된 마음으로

경영해 간다면 그것이 참다움 지도

자가 아니겠는가.

8. 공자는 성인이지만 초인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열암 박종홍 성생님을

위해서 한마디 변명의 말을 하고자

한다. 공자는 현실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만일

나를 꼭 쓰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일

년이라도 해볼만 한데 삼년동안 나

에게 일을 시켜 준다면 뭔가 성취할

수 있을텐데(苟有用我者면 朞月而已

라도 可也니 三年이면 有成이리라) .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지

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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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시켜보려는 열망도 가지고 있었

다. 아마 열암선생게서도 이런 글귀

에 착안하여 당시에 현실 정치에 참

여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9. 맺는말

논어의 많은 문장들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 점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 공자는 전지전능

의 생이지지자가 아니라 열정에 불

타는 지도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

상고시대에 채취와 수렵에 의해

자급자족이나 하던 인간이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잉여생산물을 창출

하게 되었고, 연이어 사회적 역할분

담과 계급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즉 육체 노동을 하는 자와 정신 노

동을 하는 자 사이에 구분이 생겨난

것이다. 1 ) 이러한 계급사회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

이 필요하게 되었고 유가의 학자들

은 가족이라고 하는 최소단위의 사

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의 원칙을 전

체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시켜 나

제 48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정보화 시대의 한국적 삶

이 용 태( (주) 삼보 검퓨터 회장)

1) 孟子 [ 文公] 上 4,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 . .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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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논어에서

지도자상, 경영의 방식, 그리고

지도자의 한계, 자부심과 긍지 등

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 도움이 되는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가게 되었다. 유가에서는 인간의

윤리적 자발성에 근거를 두고 조화

롭고 공정한 사회질서인 仁義를 이

상으로 삼는 王道政治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三綱五倫으

로 대표되는 禮라는 형태로 등장하

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사회 규

범은 농경사회가 지속되는 동안 절

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근대화를 거쳐 산업사회로 이행하

게 됨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사회 운영의 원리라는 측면

에서도 禮라고 하는 자율적 윤리가

중심이 되는 체제에서 法이라고 하

는 강제적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모해왔다. 이제 유교의 윤리가

그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에 발맞추어 자

신의 모습을 일신하지 않으면 안되

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의 윤리가

산업사회에 대한 적응을 채 끝내기

도 전에 사회는 다시 이전과는 비

교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바로 그것

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컴퓨

터 산업과 그에 따른 정보 산업의

발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

은 한국의 사회와 그 사회의 운영

원리로서 작용해 온 유교의 윤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커다란 과제이

다.
정보화 사회는 무엇이며 세계는

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

는가? 우선 정보화 사회가 가져다

준 사회적 변화들을 보자. 미국에

실존하는 Amazon이라는 이름의

가상 서점은 특정하게 정해진 점포

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컴퓨터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

만, 이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

는 책은 무려 250만 권이나 된다.
그리고 미국과 접속 할 때는 초고

속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미국이 가까

운 나라가 되고 한국은 반대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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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

운 변화는 교육의 분야에서도 예외

는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다양한

CD-r om을 통해 재미있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외국

에서 열린 여러 가지 회의의 내용

을 자신의 방 안에 앉아서 생생하

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한

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한 경우

가 아니면 회의에 직접 참여할 필

요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필연적으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

게 되어 있는가? 라는 문제를 기술

적인 측면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하

겠다.
첫번째 요소는 반도체 기술의 발

달이다. 1970년에는 손톱정도의 크

기의 I . C. (Int egr ar ed Ci r cui t
트랜지스터(기억장치)가 1K가 들어

있었다. 이는 1000개의 신호를 기

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15
년이 지난 1985년에는 1Mega
(Mega는 백만을 가리킴)로 그 용

량이 늘었고 이미 1Giga (Gi ga는

10억을 가리킴)가 개발되었으므로

이는 15년마다 그 용량이 1000배

씩 늘어나는 놀라운 발전을 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또다른

요소인 CPU 또한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처리 능력이 반

도체와 마찬가지로 15년에 약 1000
배, 그리고 30년이면 약 백만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기술에

있어서의 발달도 컴퓨터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만약 광통

신섬유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속

도의 증가를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거의 수직상승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처럼 컴퓨터와 통

신 기술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

을 정도의 빠른 발전을 거듭해 왔

다. 이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

름인 것이다. 컴퓨터는 다른 분야

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달을 해

왔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 또한 대

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속도 또한 급속도로 빠

른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

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데 있

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

한 변화에 어떻게 잘 대처해 나아

가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

다면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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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한국적 상황은 어떤가? 우

리에게 통신을 컴퓨터와 같이 누구

나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급

작스럽게 도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케이블 TV의 보급이다. 이 케

이블의 통신 용량은 750MHz이다.
그런데 TV 방송 한 채널을 시청하

는 데에는 단지 6MHz만이 필요할

뿐이다. 현재 가정에서 전화 회선

을 이용해서 하는 인터넷의 속도는

대략 30K이다. 그러나 이 한 채널

을 사용한다면 30M의 속도로 통신

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1000배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상황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도 유리한 처지에 있다.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 여

러 방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육과 기업에 있어서의 변화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의 목적의식과 책임감, 그

리고 강제성 하에서 이루어지던 지

식의 전수를 컴퓨터가 담당하게 된

다면 컴퓨터는 이를 훨씬 더 재미있

고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수 있

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식의 전수

라고 하는 커다란 짐을 컴퓨터가 맡

게 된다면 학교와 교사에게는 교육

본연의 임무에 완전히 충실할 수 있

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러한 여건 속에서 학생들은 사람들

이 어울려 사는 방법,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모습들에 대

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래의

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기업의

활동에도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작년 3월에 필자는 두루넷이

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하였다. 그런

데 이 회사는 애초부터 21세기의

회사를 지향하여 운영되고 있다. 회

사 내에서 계급을 없애고 모든 활동

이 하나의 팀을 단위로 하여 움직게

되었다. 팀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은 팀 내에서 모

두 처리하고 임원들은 그에 대한 커

다란 흐름만을 조정해주는 것이다.
이 회사에 들어오는 사원은 70%는

일을 하고 30%는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다. 시대 상황은 너무나 급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

지 않으면 그에 따라갈 수 없는 것

이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

460



다도 커다란 특징은 아이디어가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신선한 아이디어

만 가지고 있다면 자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한 것이

다. 따라서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자본에서 지식으로

변모하게 된다.
지금까지 1) 정보화 사회란 무

엇이며 그 현주소는 어디인가? , 2
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가? , 3) 정보화 사회로의 이

행이라는 커다란 흐름에서 우리나

라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4)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의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에 어떠한 변

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들

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

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우

리 나라의 발전과 그 운영 원리로서

유교 윤리의 재정립에 매우 호의적

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교육의 분야를 살펴보면 여

태까지 교사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획일적인 지식의 주입은 컴퓨터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사

와 학교가 담당해야 할 몫은 조화로

운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인간을 길

러내는 방향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이다.
기업활동이란 측면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욱 좋은 환경이 주어질 것

이다. 현대의 기업들은 고대의 제후

국들과 같이 먹느냐 먹히느냐의 투

쟁관계 속에 서 있다. 그리고 여태

까지 이 싸움에 있어서 힘이란 바로

자본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식이 자본을 지배하

는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 세계 어느나라보다 유

리한 위치에 서 있다. 케이블 TV사
업이 시기적으로 정보화 사회가 도

래하는 시기와 잘 들어맞았기 때문

이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어느 나

라보다 풍부한 교육을 받은 인적 자

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올바로 알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회는 아무 결실을 맺지 못

한 채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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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해 보겠다. 과학기술에 대

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제시하는 논거는 인간소외, 빈부격

차 등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가 우리의 사

생활을 침해하고 결국에 가서는 인

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마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달

린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컴퓨

터의 프로그램은 결국 인간이 만드

는 것이며 빈부의 격차와 같은 문

제도 또한 국가의 정책에 달린 문

제이다. 그러므로 궁국적인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

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운 문

명의 利器에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다. 이제 그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

은 무모한 물음이다. 단지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간

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미있

는 질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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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설의 저작들은 대부분 난해한

문체와 설명없이 쓰이는 전문용어

들로 인해 어렵고 모호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의 생각은 이해가 불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괴델은 후설의 글들을 자세히 읽고

는, 그가 자신이 존경하는 칸트의

사상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히려, 칸트가

미처 명확히 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후설이 수학을 빌어 명료화하고 있

다는 것을 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지만 후설과 괴델 사이에 연

관이 있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Solomon Fafer man이 내놓은 괴

델 작품 모음집에 일부 들어가 있는

괴델의 미간행 원고를 통해서 우리

는 괴델이 후설의 작업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설이 수학적 대상과

정당화에 가졌던 생각에 대해 간략

히 살펴 본 다음에 이 점에 대한 후

설의 견해가 토론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괴델의 실재론과 후설에

게서 발견될 수 있는 구성주의적

요소와 이 실재론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괴델의 수학적 직관에 대한 생각

이 후설의 생각과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수학적 직관과

물리적 감각 사이에는 밀접한 유사

성이 있다는 괴델의 생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괴델이 칸토르의 연속성 문제란

무엇인가? 가 Banacer ral과 Put nam
의 Phi losophy of Mat hemat i cs :
Sel ect ed Readi ngs i n 1964에서

재인쇄될 때 추가시킨 보충문에 들

어가 있던 꽤 당혹스럽게 여겨졌던

아래의 구절은 후설과 괴델을 비교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으

리라 본다.
감각 이외에 어떤 것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은(수
학을 제외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주어진다. 즉 물리적 대

제 49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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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계된 우리의 관념도 감각이

나 단순한 감각의 결합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구성물 예를 들어 대상

자체에 대한 관념 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학의 기초를 구성

하고 있는 주어진 것 은 상당히

우리의 경험적 관념에 포함된 추상

적 요소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결

코 이러한 이차적 종류의 자료들이

칸트가 주장하듯이 순전히 주관적

이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것들은 우리 감각 기관에 대한 특

정한 사물의 작용과 결합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들은 객

관적 실재성의 측면을 나타내 줄지

모르는데, 감각에 대립되는 것으로

써 이러한 이차적 종류의 자료들이

존재가 우리 자신과 실재 사이의

또다른 종류의 관계에 기인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pp 271-272 )
사람들은 음료수 깡통 같은 특정

한 물체를 보거나 만짐으로써 그 물

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 과

정에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형성

된 하나의 관점 이 작용하게 된다

직관적인 물체뿐 아니라 기하학적

인 원 같은 추상적인 존재를 생각해

내는 과정도 이와 동일한데, 물질을

파악하는 것을 인식(per cept ion)

비물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을

통찰(wesensschau ) 이라고 후설

은 불렀다. 가령 눈에 보이도록 그

릴 수는 없는 존재인 어떤 점에서

도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 곡선 을

수학자들이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

이다. 경험이 풍부해지게 되면 존

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

고 결국 대상에 대한 인식과 통찰

도 변화한다. 우리가 숫자 2에 대

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수 a , b, c에 대

해 2가 an+bn=cn을 만족시키는 정

수 n중 가장 큰 지 확신하지 못했

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가 모

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언

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후설

은 주장한다.
괴델은 물리적 경험과 추상적 경

험, 즉 인식과 통찰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물론, 추상적인 경험이 실

제 생활에서의 직관과 부합하지 못

하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칸트가 이야기했듯이 순수

하게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다. 오히려, 수학적인 경험도 객

관적인 현실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

으며, 직관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현

실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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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일 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괴델은 무한가설 이나 연속성 문

제 등 수학계의 난제들이 성립한

다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논리학으로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며, 완결되고 일관된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던 근대철학자들의

시도가 적어도 수학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새로운 공

리체계를

하이데거와 비트겐쉬타인은 20세

기 철학적 사유의 핵심적인 인물들

이다. 그들은 대립되는 두 사상의

조류를 오랫동안 대표해왔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철학 사이

에는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존재한

다. 그들 양자에게 언어의 본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내가 무엇보다도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양자가 공유

하는 철학의 부정적(negat i ve ) 목

표로부터 도출되는 듯 싶은 주제들을

다루는 그들의 유사한 방식을 보여주

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형이상

학의 해체(탈구

축) (deconst r uct i on)

제 50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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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도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새

로운 특질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괴델은 자연과학과 수학적 증명을

중시하는 분석철학을 전공하면서도

대륙철학인 현상학에도 깊은 관심

을 보여 둘 사이의 접목을 시도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라는 어렵고도 논란이 되는 과제이

다. (1) 또한 문명과 테크놀러지에

대한 그들의 비판과 과학에 대한 이

해는 현대의 철학적 논의에서 중요

한 것으로 보인다. (2 ) 마지막으로

비트겐쉬타인과 하이데거 모두 윤

리학이라는 주제를 배제한다. 그들

은 윤리학적 언명을 정식화하려는

욕구에 대해 침묵하며 저항한다. (3 )

1. 형이상학의 해체
1) 논리철학논고 에서 비트겐쉬

타인의 형이상학 비판

논고 에서 비트겐쉬타인의 언어

비판은 분명히 형이상학적 문장은

말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철학은

진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언어 비판

이라는 하나의 활동이며, 따라서

철학의 목표는 오직 사유의 논리적

명료화일 뿐이다. 문장(sent ence )

들은 오직 사실과 사태와의 모사적

(pi ct or i a l ) 관계에 의한 것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의미 있는 발화의 조건인 논리적

관계 자체는 보여질 수 있는 뿐이

다. 그런데 결국 논고 의 마지막

에 가서 다음과 같은 역설이 남게

된다: 어떤 문장들이 의미 있는 발

화 자체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

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한계들 밖으

로 나가는 것 뿐이다. 그러나 형이

상학은 이러한 점을 회피하고 실재

적인 사실일 수 없는 것을 사실로

제시하고자 한다. 형이상학은 사실

세계 바깥에 있는 것을 그 세계 내

부의 사실로 취급한다. 이러한 이

유로 우리는 비트겐쉬타인의 형이

상학 비판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을 세계 내부의 어떤 대상으로 간

주하려는 우리의 경향에 대한 비판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비트겐쉬타인이 형이상학의 영

역을 경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그 영역

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

은 비엔나 써클의 형이상학 비판과

는 상이하다. 왜냐하면 비트겐쉬타

인에게 형이상학은 결코 언어의 오

해에 기인하는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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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l esness )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트겐쉬타

인의 시도는 형이상학을 자율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비판

존재와 시간 에서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fundamental -ontolog
y) 은 사실 전재자(pr esence-at -
hand ) 의 존재론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것의 탈구축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a be ing) 에 묶인 존재

(bei ng ) 에 대한 근대 형이상학적

인 이해에 도전한다. 오랫동안 망각

된( for got t en ) 존재 물음(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을 재사유할 필요

성을 일깨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테

크놀러지와 과학의 지배를 극복하

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근

대 문명 비판이 성립한다. 그러나

근대 형이상학 비판은 일차적으로

는 파괴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시

(pos i t i ve l aying open)이다.
체(des t r uct i on )는, 존재자의 존

로서 전승 속에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는 것에 대해 우리의 귀를 여는

것이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

거의 관심은, 형이상학이 존재 물

음에 접근한 방식을 지시하는 것

이다. 여기서 시간의 문제가 중심

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형이

상학은 존재 를 현전하는

(present ) 것의 현전(pr esence )
으로 간주하는데, 하이데거에 따르

면, 바로 이러한 사유 방식이 존

재의 빈터(cl ear i ng of be ing)
로부터 사유하는 방식에 의해서 대

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전 의 형이상학은 실존범주

(exi s t ent i a l s ) 로부터 이해되어

야 할 인간 존재를 현전하는 것으

로 파악하여 물화

(Ver dingl i chung )시킨다. 시간성

( t empor al i t y )에 대한 고려를 기

초로 하여, 하이데거는 실존론적

구조(exi s t ent i a l s t r uct ur e ) 의

탈아(ecs t as i s ) 의 현실적인 시

간성을 갈갈이 찢어 놓고자 했다. 그

렇게 함으로써 순간(Augenbl i ck)
은 시간의 본질적인 차원이 된다.

2. 과학과 테크놀러지에 대한
비판

데카르트 이래로 철학자들은 주

체성, 나 , 자기인식이 어떻게 이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에 당

혹해 왔다. 이 주체 로의 전환은,
철학적 탐구가 항상 철학적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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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는 기초로서의 주체에 대

한 적절한 해명으로 이해되어왔다

는 사실에 기초한다. 반대로 하이

데거는 그의 인간 존재 분석에서 주

체의 역할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철학의 굳건한 발

판 [주체]을 문제 삼는다. 그에게

그것은, 주체 가 객체(대상) 에

대립되는 것으로 사유되는 방식 때

문에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의 지

각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주체

의 개념은 그 자체로 우리의 환경,
자연, 세계, 다른 인간 존재를 객

관화하여 과학적 탐구의 가능한 대

상들이 되도록 이끈다. 과학은 자

신의 대상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

여 주제화, 객관화시킨다. 그 결과

과학과 테크놀러지는 자연을 지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

는 여러분들에게 하이데거의 인상

적인 주장을 상기시키고 싶다: 과

학은 사유하지 않는다(Sci ence
doesn ' t t hi nk. ) 따라서 테크놀

러지의 본질은 그 자체로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

으로, 다시 말해서 존재 와 존재

자 를 사유하는 결정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이데거에게 테

크놀러지는 외재적인 것,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존재 와의 관계에

대한 사유 방식, 인간과 존재 와

의 관계가 위장되는 방식이다. 그

의 후기 사유에서 하이데거는 또한

이 은폐를 닦달(Gest el l )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

건들을 통찰함으로써 인류가 현재

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고 추측한다면, 이것은 하이데거를

오해하는 것이다. 존재의 역사에서

의 한 사건으로서의 테크놀러지는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혹은 단순한 자유 의지의 문제가 아

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한 사건과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이 사건이 자신

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있는

( ful f i l l s i t sel f ) 필연성을 지시

한다. 형이상학적 사유의 완성 혹

은 완료는 동시에 존재 사유로부

터 등돌림을 의미하며 테크놀러지

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 존재의 왕국

의 총제적인 설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초기 그리스 사유로 거

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뿌리를 발견

한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물리적 자

연과 그것의 성장, 발전이 테크놀러

지컬한 의미에서의 파악(gr aspi ng )
에 의해서 대체됨을 인식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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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우리 자신이 일종의 사물화

(Ver di ngl i chung) 에 직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의 후기 철학에서 하이데거는

하늘과 대지의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서의 Gevier t
의 구조에 의해, Ges t el l 과 테크

러지의 패권의 대안을 발견할 가능

성을 제안한다. 하이데거가 제공하

는 유일한 대안은 테크놀러지에 대항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lets
be ), 내버려둠(Gelassenhei t ) 안에

자신의 힘을 모두 소진시키는 관조적인

(bes innl i ch) 사유에의 희망이다.

3. 윤리학에의 침묵
1) 비트겐쉬타인

비트겐쉬타인은 윤리학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생각했지만, 윤리적

명제들 을 정식화하기를 꺼려했고

표현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했다. 모

든 명제들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

다 ( 논리철학논고 6. 4). 따라

윤리학의 명제들이 존재하기란 불

가능하다. 명제들은 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다 ( 논

고 6. 42 ). 여기서 비트겐쉬타인이

보다 가치 있는 이라고 부르는 것

은 언어의 논리적 구조와 같이 말

해질 수 없는 가치의 영역 전체이

다. 윤리학이 어쨌든 어떤 것이기

는 하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이며, 따

라서 우리의 단어는 오직 사실들만을 표

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윤리학 강

의 ).
논고의 초고인 전시 수고(war t ime-

manuscr ipt s )에서 이미 윤리적인

것의 문제, 좋음과 나쁨, 삶의 목적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반성이 되

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 비트겐쉬

타인이 열망했으며 윤리학의 목적

에 대한 사유의 맥락에서 계속적으

로 언급했던 좋은 삶을 이끄는 것

(Leading a good l i fe ) 은 윤리학

의 전통적인 목적이자 과제 중의 하

나로 간주될 수 있다(아리스토텔레

스의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음 혹은 좋은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

람이 되는 것이다) .
윤리학 강의 에서 비트겐쉬타인

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마음이 끌리

고 있다: 언어의 한계에 충돌하는

것 , 우리가 갇혀 있는 새장 에 충

돌하는 것, 형이상학 혹은 종교는

윤리학에서 그랬듯이, 완전히, 절

대적으로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

것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혹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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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런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비트겐쉬타인은 윤리학 강

의 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록 이

언어의 경계와 충돌하는 것 이 아

무리 희망이 없더라도 그것은 조롱

받을 짓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다. 도덕적 판단이 사실 을 표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

태도 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적

판단도 진술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할 뿐이다.

2 ) 하이데거와 윤리학

하이데거가 다른 관점에서 윤리

학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것은 그

의 휴머니즘에 대한 서한 에서였

다. 이 저작에서 하이데거가 가치-
사유(val ue- t hi nking)를 존재 에

대한 가장 큰 모독 이라고 간주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동

시에 하이데거는 다음의 사실에 우

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존재의 진

리를 가르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제

일의 윤리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하이데거는 거주의 장

소로서의 에토스(et hos ) 의 본래

의미를 참조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Gest el l 과 Gevi er t 간

의 구분으로 이끌게 된다. 여기서

Gevi er t 는 인간 존재를 위한 거

주 가능성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러

나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첫

째, 실천적 합리성과 이론적 합리성

을, 둘째, 공시적 또는 정적인 합리

성과 통시적 또는 역동적인 합리성

을, 셋째, 개인적 합리성과 대인적

( i nt er per sona l ) 합리성을 구분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이고 통시적인

합리성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실천적 합리성 실천적 합리성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또는 하기

를 선호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이다.
이러한 합리성은 어떤 것을 획득하

제 51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합리성

Kei t h Lehr er (미국 아리조나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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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목적에 근거하는 평가 활동과

관계가 있다.
Hume의 도구적 합리성 이론

(instrumental theory of rat ional i
에 의하면 이성은 목적을 위한 수단

이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으로써 어떤 것을 선호할 때 그리

암시한다[독일어 Gevier t 는 4각
의 공간, 4각의 자리 라는 의미가

있다] .

고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합리적이

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 중 가

장 중요한 것은 목적 자체의 합리성

에 대하여 다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Hume은 목적의 자율성(aut onomy

of ends )을 주장한다. 이성은 오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목적 자체는 합리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째 행위의 목적을 알 때 까지는 그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

할 수밖에 없으며, 둘째, 목적의 합

리성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다시 목

적의 목적에 대하여 물을 수밖에 없

고 결국 그 자체로서 가지있는 목적

이 없다면 이러한 질문은 무한히 반

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반론은 행위의

합리성이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목적 자체가 비합

리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는 못한다. 그리고 행위의 합리성

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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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들을 나열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니다. 우리는 정합적인 선호체계

(sys t em of pr e fer ences )에 근거

하여 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합적인 선

호체계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기본

적 선호의 합리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정합적이기는 하

지만 비합리적인 선호체계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체계에 근거한

판단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이 때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이 될 수 없다. 비합리적인 사람에

의해서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목적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이 이성

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간의

합리성이 목적의 합리성의 근거이

다. 한편 인간이 합리적인 것은 부

분적으로는 인간이 합리적인 목적

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것

은 순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

성은 결정적인 난점은 아니다. 왜

냐하면 비록 인간 행위나 선호의

합리성이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결

론을 확증한다고 하더라도 선호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합

리성이지 그 역은 아니기 때문이

다.
선호의 합리성에 대한 논변을 다

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나는 합리적이다.
2. 나는 A를 선호한다.
3. 나는 어떤 것을 선호함에 있어

서 합리적이다. (1로부터)
4. 나는 A를 선호함에 있어서 합

리적이다. (2와 3으로부터)
5. 나는 목적 E의 수단으로서 A

를 선호한다.
6. 나는 목적 E의 수단으로서 A

를 선호함에 있어서 합리적이

다.
이 논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전제 1을 왜 수용해야 하는

가이다. 이는 이론적 합리성의 문제

이다.
이론적 합리성 이론적 합리성은

추론과 수용(accept ance )과 관련이

있다. 추론과 수용의 목적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목적의 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할 필

요가 없다. 그러나 추론의 목적이

진리가 아니라 정보의 제공이나 설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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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과학이론들

은 오류로 판명되었고 현재의 이론

도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을 받아들

이는 것은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

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론의 설명

력과 정보제공력 때문이라는 것이

다.
이론의 목적이 (a )진리를 수용하

고 (b )오류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한

다면 위의 반론을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합리성을

단순히 진리의 수용으로 환원할 수

는 없다. 거짓인 근거에 의하여 참

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해서 그 추

론이 합리적이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 합리성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나는 합리적이다.
2. 나는 P를 수용한다.
3. 나는 내가 어떤 것을 수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이다. (1로부터)
4. 나는 P를 수용함에 있어서 합

리적이다. (2와 3으로부터)
5. 나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P를 수용한다.
6. 나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P를 수용함에 있어

서 합리적이다.
전제 1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를 다시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전제 1을 변항 P에 대입하

여 나는 내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제시할 수 있

다. 이 설명은 순환적이기는 하지만

모순적이지는 않다. 나는 나의 합리

성을 전제로 하여 내가 합리적이라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제 1의 이

러한 특성은 다른 전제들은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전제 1에 합축되어

있는 이러한 순환성이 왜 내가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가를 설명해 준다.
추론의 합리성 논변을 구성하면

서 우리는 이미 추론의 합리성을 가

정하고 있었다. 추론의 합리성의 논

변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나는 합리적이다.
2. 나는 P를 추론한다.
3. 나는 어떤 것을 추론하는 방식

에 있어서 합리적이다(1로부터) .
4. 나는 P를 추론함에 잇어서 합

리적이다(2와 3으로부터) .
5. 나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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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 P를 추론한다.
6. 나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P를 추론함에 있어

서 합리적이다.
내가 합리적이라는 것이 합리적

으로 추론되었는지를 탐구하기 위

해서 변항 P에 전제 1을 대입하면

그로부터 나는 내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추론함에 있어서 합리적이었

다 는 결론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나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추론함에

있어서 합리적이다 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내가 합리적이라는 결

론이 합리적으로 도출되었음을 설

명해 주는 것은 바로 나의 합리성

이다.
통시적 합리성 통시적 합리성은

내가 선호하는 것, 수용하는 것, 추

론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식의 합리

성이다. 공시적인 합리성도 통시적

합리성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잘

못을 고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호하고

수용하고 추론하려는 경향성을 지

닐 수 있다.
그러나 통시적인 합리성은 곧 역

설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만, 과거에 우리의 합리성을 전제

로 하여 우리가 추론하고 선호하고

수용했던 것들을 바꾸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호하고 추론하고 수용할

때 우리의 경향성을 바꾸게 된다면

바꾸기 전에는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며 결국 과거에 우리가

합리적이었다는 전제는 거짓이 된

다.
그러나 이 역설은 공시적인 합리

성이 부분적으로는 통시적인 합리

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다면 곧 사라진다. 우리가 수용하는

것, 선호하는 것, 추론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것, 또 내가

선호하고 수용하고 추론하는 것을

바꾸는 방식 자체를 합리적으로 바

꿀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합리성의

핵심이다. 나의 합리성은 부분적으

로는 어떤 것을 선호하고 수용하며

추론하는 현재의 특정한 경향성으

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변화에 대한 경향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통시적 합리성의 역설은

역동적인 합리성과 공시적인 합리

성을 통합함으로써 해결된다.
사회적 합리성 나의 함리성은 타

인의 평가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

의 영향을 받으며 타인의 합리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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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의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나는 합리적으로 타

인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는 원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합리적이

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변

한다 는 원리가 필요하다.
나의 합리성과 우리의 합리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곧 역설이 나타난

다. 나를 포함하고 있는 집단인 우

리 의 추론과 나 의 추론이 상치

된다면 나의 합리성은 우리의 합리

성에 의해서 논박된다. 만약 나 를

우리 에서 제외한다면 그 집단은

더 이상 우리 일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문법적 문제가 아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집단의 경향성은 집단 구

성원들의 경향성의 융합이어야 하

며 개인의 경향성은 집단의 경향성

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다.
집단의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며 합의된 경향성을 형성한

다. 가장 단순한 경우에 집단의 경

향성은 개인의 경향성의 융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의

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때에도

우리는 집단의 합리성에 대하여 말

할 수 있는가? 이 때에 남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평균에 근거하는

허구적인 우리 이다. 평균적 합리

성은 어떤 개인의 합리성과 일치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상

에 대한 진실이다. 따라서 집단의

구성원들의 경향성이 일치하지 않

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리성에 대

하여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합리성은 과거와 현재, 나와 타

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역동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우리

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성 자체이다. 그러나 우리의

합리성은 궁극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선

호하는 것, 수용하는 것, 추론하는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견지하는 특

징과 경향성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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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敎에서는 體와 用, 즉 몸과 몸

짓이라는 독특한 논리가 있다. 禪

佛敎에서의 參禪에는 그것을 제대

로 한 것인가? , 또 그것을 다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부처님의 모습을 몸짓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몸짓은 부처님

의 가르침, 행위 등이 될 것이다.
부처는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부처의 이러한 몸짓 을 배우되,
몸짓만을 배운다면 그것은 단순히

모방만이 될 것이다. 부처의 몸짓

을 배우려면 부처의 몸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몸은 法身 같은 것,
一切의 衆生을 자기의 몸으로 삼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이면서 전체

인 것, 그런 唯一者인 몸이기에 空

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실천

적인 욕구에서, 용맹한 수행에의

정진에서 부처의 몸을 보아야 한

다. 그 몸에는 팔만 사천의 행, 지

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

이 불교에서의 體用의 논리 내부에

있는 얘기의 실상이다.

그런데 수행 을 하다 보면 어떠

한 체험 을 하게 된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체험은 부처와 동일한 체

험이 되겠지만, 수행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게 된다. 수행

의 과정에서 의식이 안정되고, 마

음이 안정되고, 識이 맑아 지는

신비적 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신비적 이란 것은 흔

히 말하는 신비적인 것과는 다르

다. 이러한 말을 잘 쓰지는 않지

만, 여기서 신비적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전엔 모

르던 것을 알게 되거나 佛經을

높은 차원에서 이해 하게 되는 그

러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비

를 체험하면 신비 에 집착하는 위

험이 있게 된다. 일반적인 집착은

깨기 쉬우나, 종교적 체험의 집

착 즉 진리에 집착하는 것은 깨기

가 어렵고도 힘든 것이다. 부처도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나, 진리에 집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고 하셨다. 따라서 禪

제 52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頓悟頓修와 頓悟漸修

박 성 배 (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

476



家에서는 경험 이라는 것이 복잡

하고도 힘든 문제가 된다. 경험

은 궁극적 부처님의 깨침까지 가야

하는 것인 동시에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로 公證이 필요하게 되고 漸, 頓,
悟, 修 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禪房에서 실제 쓰이는 말로 깨

달음 과 깨침 이 있다. 선방에서

체험을 하면 주로 깨쳤다 라는 표

현을 쓰나, 간혹 깨달았다 라는 표

현도 사용된다. 禪宗에서는 話頭를

깨쳤다 라고 하지 그것을 깨달았

다 고는 하지 않는다. 깨달음 은

일상에서부터 부처까지 상당히 넓

게 쓰이는 일반적인 말이나 깨침

은 선방에서 화두를 깨쳤을 때 쓰는

말이다. 깨달음 은 知的要素가 있

는 것이다. 그것은 이치를 알기는

했으나 안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고, 머리로 깨닫고 몸(행동)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

직 수행이 덜 된 것이다. 이에 비해

깨침 은 앎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다. 부처님의 몸짓만을 보다가 몸

을 보면 깨달은 것, 곧 見性成佛이

된다. 선방에서의 깨침이란 깨짐을

내포한다. 유리창을 깨다 , 잠을

깨다 에서처럼 주관적인 깨침 에

는 객관적인 깨짐 이 있어야 한

다. 여기서 깨지는 것은 我相 과

輪廻하는 것 등이다. 無明과 윤

회의 근본적 원인인 아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깨짐 이다. 唯識學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산다는 것

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

한 모습이다. 六識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현재의식은 단지 지각능력

밖에 없다. 우리는 습관이 되어 그

렇게 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만, 능력을 발휘하면 못보던 것을

보고 못듣던 것을 듣게 된다. 우리

에겐 잠재의식 혹은 깊은의식이라

할 것이 있다. 앞의 현재의식이 파

괴되지 않으면 깊은 의식이 드러나

지 않는다. 집단무의식적인 八識

그리고 九識, 즉 인간이 아주 오래

전 부터의 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의식 이 깨져야 한다. 그

래야 비로소 부처의 몸짓이 나오는

것이다. 수행자는 윤회하게 하는

것을 깨야하며 그것을 阿賴耶識을

깨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깨달음은 필요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깨달음

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란 지적요소가 있고 행동으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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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고 행

동 실천하자는 것이 普照 知訥의

입장이라면, 깨달음에 얽매여 그것

이 마치 깨침인양 거기에 주저 앉

음을 경계하는 것이 性徹스님의 입

장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깨달

음이 아닌 깨침(究竟覺)이라는 것

이 성철스님이 1981년 禪門正路

에서 밝힌 頓悟頓修說 이다. 깨침

은 어느 종교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서 그 보편성과 중요성이 이해된

다. 그러면 깨달음의 역할은 무엇

인가? 깨달음은 필요의 문제는 아

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불

가피하며 절실하다. 깨달음은 윤회

에서 벋어나고 아상에서 벋어나는

원동력은 아니나 깨침을 위한 단서

가 된다. 그렇다면 깨달음속에 깨

침이 들어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

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보조스님이

었다. 華嚴은 믿음이 시작이다. 七

十二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信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의 몸이

다 라는 것이 부처가 깨달은 내용

이요, 이것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깨달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화엄

의 信이다. 화엄의 믿음 성격을

가진 깨달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는 것이 보조스님의 생각이다.
보조스님의 시각에 의하면, 돈오

는 갑자기 깨닫는다 는 것으로 깨

침이 깨달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적 요소,
즉 지적요소가 있기에 불충분한 것

이며 부단히 닦아서 완전하게 만들

어야 하는 것이다. 깨침적 요소를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 이것을 頓悟후 漸修한다고 한

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깨침은 超殊勝根機가 종국에

얻는 것, 즉 구경각이다. 수행이

완성되면 부처님의 德이 나타나게

된다. 돈오돈수는 이론적으로는 가

능하고 과거에는 있었으나 요즘에

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만인

이 믿고 따를 길은 頓悟漸修라는

것이 보조스님의 입장이다.
성철스님은 아무리 깨달음이 좋

다고 하더라도 즉 깨침이 있는 깨달

음이더라도, 깨달음엔 我相 등의 깨

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成佛에 이를 수 없다고 한다. 禪門

의 화두란 자신의 모든 과거가 잊혀

지는 것, 지금까지의 버릇을 교정시

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의심 에

있으며 그것은 막히는 데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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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 의심이 에너지를 발

휘해서 噴地一發하며 자기의식, 의

심의 덩어리가 깨지게 되는 것이

다. 보조스님의 돈오점수에는 그

깨짐이 없다는 것이 성철스님의 생

각이다. 깨짐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우선 日常一如 적 과정이

없는 것은 깨침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잡동사니가 없

이 그저 의심만이 있는 것을 말한

다. 다음으로 夢中一如 가 있는데

그 의심이 잠잘 때도 육박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꿈속에서도 의심

이 끊어지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

아 화두가 일여한 것이다. 마지막

으로 寤寐一如 는 꿈이 없는 상태

에서도 화두가 일여한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깨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깨

침은 깨달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부처도 자신의 깨침을 타인의 깨달

음을 인용해 말하기도 하였다. 깨

침에서 깨달음으로의 길은 열려 있

으나 깨달음에서 깨침으로의 길은

닫혀 있다. 돈오점수도 궁극에는

돈오돈수로 가야하니 차라리 처음

부터 돈오돈수를 수행하느니만 못

하다. 妄想을 여읠 때 그때 부처가

되는 것이며, 망상을 여의지 않을

때도 부처의 입장에선 모두가 부처

인 것이다. 따라서 수행의 시간

이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

성철스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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