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 유교의 자산과 그 현대적

변용

역사자산으로서 한국 유교 재해석의 잠재력*
전통화

탈전통화의 복합교착 관점에서 본 한 고찰

홍 윤 기

1 . 한국적인 것과 유교적인 것
현대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논의의 결과를 ‘한국

적인 것’ (the Korean) 이라고 부른다면， ‘유교적인 것’ (the
은 바로 그 한국적인 것의

Confucian)

핵심적 내용으로서， 한국 유교의

역사적

자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개념화하는 말이다. 한국 역사， 득히 조선
왕조 때 형성된 이 ‘유교적인 것’은 우리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왕조
체제의 국가정치 지도이념으로서 역사적 기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조의 수명이 다한 뒤에도 ‘현실 속에 침윤한 전통’으로서 남북
한을 막론한 현대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에 지속적으로 현실적

영향

력을 발휘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 유교의 역사적 자산은 그것을 정
치적 지도이념으로 선봉하던 왕조국가가 소멸된 이후에도 ‘한국적인
것’의 규정적 에토스로서 현대 한국 사회의 지매엘리트와 민중 및 나
아가 새로이

형성중에

있는 시민사회의

행위유형을 조형함에

있어

일정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동소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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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교의 자산과 그 현대적 변용”의 연구비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

구결과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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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나 지속석으로 작동하는 이 ‘유교석인 것‘은 그것을 자시 이넌

으로 신봉하는 사회적 현실서1 백이 부지l 한 가운데 현 사가 한국 시회
의

지배석 조듀인 ;현대회페

인정정도 영헝을 T11 천과 동시아11

:

,.

자

체 니l 용고} 츄법형내에 상딩정도의 변응을 겪게 된나. 한국애 있어서
‘유Jι 직인 것.은 시민사회적

지 1샤이

경여떤 사회직

정황에시

산압화

와 경처l 만전필수 핵심으로 하는 제 1 자직 헌대화에 농워원 서l 펴의 정
~1 돼노단 임성성노 규성하고 둡어간 활동의식이지노 하였다. 이 혀대
화의 추서l 는 유교작 91 것으1 진통직 사회기까이었던 /j-종 생활양직음

파꾀하고‘ 이 가운데시 힌 .J~인갚에게 새로운 성 ι11 싱닫 성핍한 핀요싱
음 제기하었다. 그와 농시에 유‘1ι 직언 것은 남북후1을 1샤본·히 권위주

의 권택체저l 와 선택적으도 흔융하어 우선 서11 1 치적 현내화의 파정에
지채요인으쿄 작용함파 당시어l 민주화블 핵심으둔 하r- 세 2치적 현

대화를- 시해하은 부정적 역할을 난당하기도 한디
은 llVIF 사테

이에 유교적인 것

이후 급속한 구켜든 것정키에 날어간 한국산염의 새편

필요성파 사회의

선반적

인주화에 직변하여

새도운 내용파 역할을

보새해야 하은 년계쿄 날어기-고 있디비자믹으로 유.íJ1_석인 것은 비단 국니l 애서뿐만 이니라 동이시이

경

지l 빌전의 동인을 큐명하피자 하는 해외연구진을 등해 동아시이 문벙
의 특징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부각되피 있나

특히

이시아적 가지논

생‘을 J등해 -유쿄석인 것‘은 이지l 문명시적 규정개넌으포 부걱뛰으보

써 새로운 닦폭차원을 갖게 된 것이다. 이이1 한국애 있어서 유쿄적인
것은 나픔 비유교석

잔 -당요인들고}

어울여 문회석

정체성의

인각을

담당해야 하는 츄면이 주목되어야 한 핀요성이 자|기딘다. 이렌 시야
는 헌대화의
증 어 I션

박L 정직 측면에

박분이

대해 후，.파 유Jι의

성선직 · 분화작 자산

그 [H 아으보 처l 시된 수 있는가릎 규명하는 과제와

연결쉰다. 결본·작으로 ‘유jι 직인 것’은 이처l 새보문 냐면으보 셉어든
현대화외 과성에시

분명작 득싱으로 규성된 ‘히파적인 것.회 형성에

만진직으보 기여해야 렌-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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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체성 부재의 한국 유교의 현질적 존립 양상:
동아시아적 현대의 조건하에서 ‘국가적인 것’과 유교의 전면적
분리 벚 불균등하게 전개된 현대 안으로의 ‘유교적인 것’의
역삼투(遊慘透)
그러나 이런 거시적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득정 집단의 조직화된 종교적 선념체계로서 유교 그 자체의 존립 양
상은 지극히 허약하다

한국 정부의 1983년 상주인구 조사에서 자선

을 유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민의 수가 78 만 7천 명으로 집
계되자 이른바 유림 (f需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우
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5 백만 유림’， ‘8 백만 유림’ 심
지어는 ‘ 1 천만 유림’으로 자부해 왔던 유림의 사회적 세력분포가 처
음으로 실증되면서， 그 빈약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분명히
이 인구 조사에는 맹점이 있었다. 이 조사는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에
대한 유림 자체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유교를 일방적으로

종교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기법상의

맹점을 인정하더라

도， 이 결과는 현대 한국인의 의식 속에 투영된 한국 유교의 사회적
위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 “ 1983 년
의 조사 결과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1995년 11 월의

12년 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 센서스에서 유교인은 모두 21 만 1 천여

명으로

약 4，455만 명을 헤아리는 전체 국민인구에서

0.47% , 종교인구 약

2， 260만 가운데 0.93% 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1)

분명히 이 통겨1 역시 유교가 종교단체의 하나로 재출발하기 이전
에 실시된 것이었다. 그리고 성균관이

주도하여

전국 유림

총회는

1996년 6월에야 비로소 방만한 유교 기구의 통일과 유교의 종교화를
골자로 하는 ‘성균관 유교종단 헌장’을 승인하여 본격적인 교세 정비

및 확장 작업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었다 2) 하지만 이런 제반 여건을

1)

이상 崔英成~韓國庸學思想、史
8~299쪽

V 近 · 現代篇~(亞細亞文化社， 1997. 5.)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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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고려 01 더라도 현재 한국 사회애서
은 수준으로 부흉하이라고
는나
정

이지1 한국 사회에서

서1 랙으로 의식되변서

다시

부싱 δl여

?r '-'101 게
「f교는 ~

「f 쿄샤 고}기 위상얘 건맞

낙관할 진맹은 진혀 나익시 않
,_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특

정치적·경재석

행상을 샤진

시민등의 생활과성에 심꺼직

현실서1 랙으로

C영향을 ζ 기회 Lf 가능

싱은 전허 없다
힌냐사의 과거와 뀐l 재에 김쳐 창1 」t 유ι에 이렌 二{직 ~I 위싱
음 가지온 유 Jι 내 • 외의 요인에

추막

대해시는 대 새로 쉽의판 통석이 있

다 즉， 논의의 초섞음 유램 의 동향에 맞추그T 약간읍 유팀 긴본주의
기소듬 묵인히다면， 다음과 김응 작명성

사하고내보 기본작 Ò~_~ 칭제생

선생의 연명은 정통싱은 고

자체기 부새한 란국 유교의

상팽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디
“주선왕주의 며당과 뒤이어 일제의 식민통치， 」리고 광복 이후 시

구 ι 움의 빔맏 ~Eg 거치면서 1 R 교으1 가치체계기 붕괴되고 3 교픈우
징 1 거부하는 까꺼이 우려 시회에 팽배해심에 띠라 3 럼은 구섞선 g
잃고 사섣상

3 램으보서의

위치약 구섣

g

/「/‘보 포기히)버라는 난계

에끼지 이己거] 뇌었다 이후 유럼의 세력은 기 'f:_- -+세대 인문듬로 한
정뇌이 #격히 즐이닐 1;:[ 서 셔

? 명백용 유지해 길 뿐， 시)로운 유럼 형
성의 길용 잃이 1 니다 1 ， 1， 말았。며， 유자 'F는 유럼 。로서의 늬 덧한 사명

의시이라든까 자 11 91 정응 확뛰하지 못하였 q 이저버 유교계 내 η 에
。 닙식， 학문식 다절 현싱이 간수콕 두드러진에 따라， 니래에
1

시주자

와사는 7 학문응 힌 사무E 나시 막해시 사시삼경응 위고 한문에 대힌
소양이 센만큼만 있디라도 3 램으보 인키어지고， 또 「든 지시도 3 럼
으보 행세하는 정우기 적지 않디 3 럼이 지녔던 브래적 성셔이라든지
면모든 잦이보기 힘듣게 되었디

섞한 경우 지난니 기교 선지였
닌 인사가 유럼의 영수(띔때)가 되었인 사례마서 없지 않았다 이섯은
그만큼 유럼이 본래의 자기 성격파 1;:[ 틴， 숙 정체성(正體 11) 음 가지지
꽂댔던 증거보서， 3 럼의 지존섞괴 직검되는 ι 세이기도 한 것이디 "3)

~) 위의 책， 써)(-)-~
,3) 위의 젝， 3U~31õ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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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렌

시간 쥬약하면서 누렀던

7

믹강한 역사적 비줌을 고여하면

:1.

현재 한국 유쿄가 딩변한 이런 정체생 부지1 의 상황은 간으로 이해하
어려운 상황이나 고구려 i수림앙 2년 (AD 302 년) 한국 역사얘서

11

국가차윈의

강삭석연

「f 싹 쿄육이

유→1ι는 1 ，600년 이싱의 기간에
정책

집행과 칭영 심무의

슨핍긴거듬 처1 공히
길켜

치유

김쳐 삼냐 빚 y_ 균1

화 y- 통치이념이였다

분리로 늑싱지어진다

전변직

분리는 비단 힌거에만

。1 내

왕소에시는 」t가

그러냐 20서1 기

냐가직인

것’으보

」「가와 유 1ι 의

전변직

기숙이었던
이러히

전 기간에

f 히띤 것이 아니라 유 Jι 문화권의 증심지였

」

인 중국에서도 신행된 파정이었디
9 한 그 ‘국기적인

/1 록된

핵심 워직이었 1， 조선 왕조에시는 거가의

창1 」r 유ι의 운명은 가지 1 즘핍의

부터의

싣시되었나고

이 경우 국기와 유교의 눈리를 강

것’은 행긴국기도부 FI 국낀국기도 새편되년서 나

타나야 할 그 어띤 새 R 운 국기상파 관런된 것이었디
교의 눈리 파칭은 19 세기 말에

이 국가와 유

급격하게 강보를 높인 서양 맺 일본

세국주의의 공세 앞에서 시긍하게 수생되지 않 6. 연 얀 되었딘 띤내

적 유형의 국기) 각 국넌국기를 건설하려븐 눈투 맺 그 좌절의 파정
고} 정확하게 줌칩된나

핵벙

고l 청에서

나시 마해 국샤적인 것괴

국가외 총교의

분이가 인어났던 서잉

정확하게 상응하는 동아시이적 현대의
시 시애

의

얀애서

유쿄는

지1 국수의

「「쿄으1 분이는 시민

1 것을 수측으로

잉상과

한 줌요한 걱번이나
운영되었던

동아시아

강세에 대한 효고l 적인 대응，.이고

현대적 국만으로의

현대의
。

1 급변

양건국샤

롱건석

신민의

면선을 저해펴는 지1 동(쉐動)요인으로 λ1 사때때로

L〔습음 닫리 하여 운쉰하던가， 야니변 그

는 만농(1;;;훨u) 요인으로 깎복하 y_ 있었다

h1

든 시노닫 워석으보 같리

)1

그렌네 거내직 자워에시는， 새보이 1.+타1.+야 <71. -..1-~빈」f 가의 뀐1 대작
형태와 가슨 유 1ι 의 봉낀직 • 전통작 내 용딘 사이에 전변직이그마노 검
예히 대핍이 번어샀지만， 그 경과는 대새로 외에 늑 저 1 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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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후，증끼현대사싱사의

초판 5:::~1

/ 1992. 8. ,

소파

곤절』

1'111.

김헝종 흙깎(시응
15-1G 쪽 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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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해녕 국샤의 식민지회 또는 준(i후)식민지회로 귀착되었다. 이때
고}기

장조국가익

들 깐에서 사회 석으포 전지l 석

유교가 완조의 유지에

영행 t킥을 행시하-던

싣폐한으로써 국가세력으로서 의

유교는 20 서l

기 뜯어 시실상 종식되었다. 나시 마해 동이시이권이l 서

유쿄블 등해

-처l농세펙이든 1，1~동서|팍이든- 그 어떠 유효힌
여

사회서l 펴음 농워하

.J~가 권넥윷 쟁취하거나 운영렌- 가능성은 왼진히 없어샀다고 보

아야힌다.
그러냐 그 자제 집제적인 사회세녁으로서 거의 어떤 주제작 동
원꽉노 밥휘하지 봇한 그런 ‘왕조~가직 유jι’가 스~민 ~7t와 제~

주의라는 대셔l 암에서 역사적으보 녁오했다고 해서 해냥 사회에서
‘유교적엔 것’이
적인 유교피

션면적 _cι쿄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왕주국기

부정이

현대l!l~4

;{:.건 아례에서이기븐 하치낀

아썼4÷

국기4 l!l~. 현존하끈 권랙제피 존럼 -S 주서I]~ 하튼 한“유교적인 것’은
_!l_수와 전괴를 막관하고

등야사야 펀내에서 선개되끈 보늑 국기-

사고에 일총파 정신적 · 문화적 야우내쿄 작용하였디

세극주의 형태

순 디기온 현대꾀 세 I 차 공새 앞에서 기존의 유교적인 것에 내해 초1

것;로 이의를 지l 시하고. Ll이→가 유쿄적인 것을 전면석으보 피}체해는
현대적 국가구조와

자들은 한 벙의

사회질서、를 실천석으로 추진한 동아시아 지식분

예외도 없이 유교적인 전등 안이1 서

통。1 시아적 현피}의 실천적 수쳐}뜯 /h운데
고도 맺시 않은 이는 전혀
이들이

성장하잊A 나 즉

유쿄석인 것고} 이부렌 연

없었다. 그비피 걷정 석으포 풍요한 것은

유쿄석인 것을 부정하피 나온 전반적인 반유쿄주의의 궁극적

지핑 자처1， 속 “셰꽁회 목표‘ 분화의 개소‘ 전풍의 포 7] ‘’ 능의 지향섞
이 tl~보 냐가픈 포휘하여
시

현존하는 <;>1 간 판겨l 와 <;>1 삼작 <;>1 전시 아에

인간직인 Lr-든 것욕 심한하리는 유‘1ι의 보띤직 사:π 패러다임에

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섞이다. 그것은 “‘천하의 입필수 자 7]
입호 생샤하는증파 사대 부의 :π유후l 전봉에시

봇하였으며‘ 외파의

압박에

여 전히 벗어나 있지

저항하고 부강필수 추f하는 풍」r 근대의

구 1 앙의 주된 흐릅에서보 빗어니지 뭇하였디 ‘’:')1 “띠내서 새마있얀 것

역사자산g 로서 한국 유쿄 재해석의 잠자력

은， 이듣 감자 반대，

간애 여진히

유쿄 비판의

진사(뺏士)틀이 자각 석이건 이나건

자신듣의 우 양한 진J응을 기1 숭하고 있었냐는 점 1 국가의

대사외 맥성의 고등애 관섬을 쏟는 적득적인 현싣애의 잔여를 자신
의

임무라 생각하는

유악의 진응을 이어만고 있었나는 점이나 "6) 나

시 말해 유jι직언 것의 가싱

가본직언 골격은 가생

츠{편한 반유jι

직 운농음 통해 겨}승되면시 강가 사고 아에시 그 운농의 성 ~1 직 •

문화적 아우라로 역삼두되었다냐가 사그T 의
루어꺼
것 이

자워과 유기직으보 판겨1 되지 않았지만 인싱직으로 이

EE 히 측면의 역삼우는， 뀐대 이전에 헝싱되었던

유 1ι 직 9l

뀐슨하는 습속의 형태로 남야 았다가， 미거 형싱되지 봇하거 è+

형성 충에 있어 그 신년보기 완선하게 말띤되지 못란 개 불균등하개
선개된 현내 안으E 비침고 날어가 이띤 방식으E뉴 현내기
는 파정에 일칭 역할 S

랬인 [11 서 찾아신디

디 시 말해 유교적인 섯

은 서양 띤내를 추진한 시넌적 주제와 같은 사회작
추어지지 뭇란 딩아시아 현내에 바도 그 시낀적
할S

수생할 수밖에 없었다

인 것은 ~

,_

자체

요소에 상당하븐 역

당연히 이 현존하얀 슴속 Ò~~서 유교작

로 해서 서잉과 동인한 현대를 받진시키지 못했나

그러면서도

접촉은 걷국

었시

못함으

무엇며나 서잉 석

유쿄적인 것은 ~!. L-}른악 갱면적 샤 "1 서

열을 지1 떤할 수밖애 없었시 때문애
잉 적인 것고}의

요인이 미처 갖

걷코 시민적 본질이1 부양파는 상내얘

인 것고l 접촉하는 고l 정얘서

전개되

유쿄석 심성 얀얘서 이듀어진 서

유쿄석인 니1 용물의

「「쿄석인 것은 동아시아 각

사회의

수변회로 귀착된나

윤이의 식애서

샤장

기층직 9l 노녁 퓨싱으보 겨1 속 식 용히다 그야말보 협소해지버렌 유팀
음 띠 è+ 유→1ι 직 9l 것에 대히 담돈의 지펑음 히 」「 사회
성시키변 유팀의
층이 띠오른다

부꺼과는 헌격하게

대소되는 이

전만으보 확

사회의 인남작

기

1969년 12워 5 일 그야말로 유 ι 직 9l ~f 노 위에시 그

+.'11 직 녁목까지노 싱당수 유 1ι 작 내 용으로 채운 거민Jι육현성이 공

'j) 위의 책， 19-~

GI

위의 젝， ~l쪽

10

트르지

,t=l

포된 지 한 달 남짓한 시기인 1970년 정초， 열암 박종홍 선생은 한
국 유교의 현재적 상황에 대해 아직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글
을 쓰고 있다.

“유학사상은 완고한 형식적인 일변이 있는 대선에 아직은 도의의
최종 보루같이 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윤리니 도의니 하면 특정된 종

교신도가 아닌 일반 사람은 누구나 유교를 연상E뜯 것이 예사일 것
이요， 생활의 가치적인 평가기준음 막연하게나마 유교의 덕목에서 찾
고 있음도 사실이다 가족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성동본끼리는 혼사
를 하지 않는다든가， 상례(喪禮)나 기타 경로사상 등 모두가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따르고 있는 점이 많다 "7)

결국 이런 매경하에서 본 한국 유교의 현재 모습은 한국 역사 전
반에 걸쳐 축적된 역사자산 중에서는 동시대적으로 중심적 위상을

갖는 반면에， 현 시대에는 한국 사회의 저변 규범으로 주변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III. 한국인의 역사자산으로서의 유교와 그 역설적
문제상황: 전통파괴성과 전통계승성의 공존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20세기 후반 한국의 국가지매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을 고찰해 보면 급진적인 전통주의나 반전통주의가 지매
적인 정치적 구호나 목표로 제기된 적은 전혀 없었다. 물론
후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이

6.25

차지하는 비중은 공산주의에

이

대한

일반적 기피를 저l 외하고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전통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기준으로 보자면， 보수든 진보든 한국 정치에서의 그 모든 이

7)

朴鍾鴻

r 庸敎의 受容과 變容에 대하여 -

하여」， 『西江』 창간호 (1970. l.
음사，

1998. 3.) ,

238쪽.

10.) ,

유학이 자란 歷史的 背景음 中心

~朴鍾鴻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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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思想史 1~(서울; 민

역사자산으로서 한국 유jj} ^~ 해석으j 잠재 력

넌은 전등고} 반전등의

11

기묘한 혼란물이있나. 어쨌든 전당은 :

,.

얀이l

좋은 것이 있으변 개숭하고， 나괜 것은 배격하는 것이 마란칙하다는
:1. 자체 피}단히 부원칙한 :Ãll 단에 좌우-띄었다.

이픔마 ‘조국의 는대회 ‘ 라는 이른 아래 19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
화 정책욕 증심으로 진행되 하 .J~ 헌대의

생샤되고 있는 것둡의 내용 및
역성적인 분저|상황닫 소생시켜
추친했던

히놔 사회

지 11H 겨1 층의

역사 과정은 ‘진흥’이라고

준핍형태와 연판시켜 본 띠l
왔다.

임 1단 그것을순 목식

성젝성향 측면에시

함으로

의식직으로

이런

역섣작 91

분처l성 황은 다읍과 감은 →난 ~l]직 면 L’-단 띠!다.
20 서|기 듣어

현대화라는 동잊히 목표란 추친한 다른 여러 L.t라갈

에서 확인뇌논 바와 바얀기-치쿄 한국어l 서보 펀내화븐 우선 선통-을
구성한디고

생각되븐 많은 내용불날을 현내화의 설질적 장애요인-。

쿄 간주하어

그것날을

파괴사카거나

최소한 그 효택을 약화사켰디

;주 현대화븐 ‘그 설현파정에서’ 선통-파괴적으~ 작용하였디

이에

반

해 이렌 선통-파꾀적 파정윤 통해 획득한 말전의 성파불에 내한 의1]1
부어와 정치적 정당화꾀 측번에서 펀내화븐 선통-적 기죄를 낭정적으

로 부각시켜 전등을 개숭하는 것으로 해삭되피자 해있다. 정채석으로
현대회를 추진했던 서1 백뜯익 이렌 의식강열은 :1.을의 지배를 관철시
키는 이 데 융효가 장치를 매게보 전등에 데한 사회적 의식을 분열시

켰다. 따라서 20 세기 후반시 한국인의 사회석 조건은 상덩 정도 탈전
등회띄었던 반면. 그 팽위 1상식과 익식은 여전히 전등석이끼를 요구만

았고， 그런 상내가 자연스려오 것으로 여겨지도흑- 하는 상황이었다.
이랜 전홍파괴직빈 사회과정과 전봉겨1 승직인 사회의직은 샤 개빈
의 ;f i l1 직

생활헌정에시

겸코 분처l 없이 공증한 수 있는 것갚은 아니

었다. 그덤에노 관 f하:π 이 원칙직으로 시보 [H 집되는 즉띤틀은 추1
집직으로 양핍가능후，. 생태탄 지탱했다. 그 비빌은 생존수단과 냐가직
관리펴음 낙석직으로 학보했던 역대 지|내권넥이 이렌 L〔순되는 것갈

의 공존성때눈 강처l 했다는 사집에시 젖아친다‘ 꺼시직으보 이런 대핍
을 1뀌장한 공존 구;?:.~- 문민정부기

집권한 1990 년내 초까지 배교 적

튿튿7<:1
•,I=j

별다른 저항을 만지 않」ι 시 속되었다.
퓨재는 이떻게 외석으효 객관화된 억엽구조 이래서 데 Ct수 국가시
민

게개인의

의식구조가 편의주의석으로 좁이→시피

권위주의적으로

풍독띄변서 사회석 행위걷정애서 무원칙성을 장시간 니}변회 사켰다는
섞이다. 이렌 생 황은 전봉에 대해 다음과 김이 박석후l 때노탄 소정하

었다. 즉‘ 진통이라는 것이 파괴되어야 렌- 그 무엇이라고 하다면‘ 이
런 무원칙생은 전통욕

천저하거l 파괴하는 힘의

강노단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1샤면 전봉이라는 것이 셰승되어야 한 그 무엇이라고 하

다면‘ 이렌 무원칙싱은 전통에 대히 자딸식 복종윷 7}로악는 처해요
인이었다.
그렌데 이잔적 측변에서 μ 자년 이렌 상형은 전통-에 내한 인석에
서 디음파 같은 신각한 공백을 말생시켰디- 측 한국적인 전통--S- 말닫

하고 계승해야 한디 내고 -9 약평 수 있쓴 전통-에 대한 당위적 의식은
그 어디어11 L]

팽배해

있지만‘ 보내체 무잇이

파연 그렌 좋은 전통-에

해당되얀 것이니릅- 인식하고 관별하여 븐거정립하븐 이둔， 꽉 ·전퉁
이돈’ (thcory

심지어

of

tr8dition) 이 저l 내 R 개발되어 있지 않디얀 사설이디

학퓨석인

류 1번에서

전등에

피}한 브나 심층적이고 난본석인

이론적 논의외 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지극히 i친검-적인 주의조차도
지1 대로 찬시되어

있시

않다. 따라서 한국학개나 정책 녕국， 나이가

대풍적인 싸원이l 서 전등을 대상으로 한 인체의 학문적， 실용-적， 정책
적， 문동석 활동은 사실상 전잠에 대한 인상석 수준익 시각피 판l휠에
의츄해 왔다피 해도 고1 언이 이니다.
이렌 편의주의직빈 진봉인직의 파행싱이 가싱 작 q라하게 드러냐는
곳이

다듭 아년 바로 한 -J~ 파빈_，tI.육λn 겨l

가분더l

증웅교육과정에시

집시되는 노녁 · 윤리 ‘1ι육이다‘ 처1 6 자 Jι 육과성욕 위해 편친뛰 고능
학 J 너 윤려 Jι과시의 5개 만원 증 두 꺼 깨빈 ‘사회와 윤리. 만원은 한
대 사회의 생황 윤려는 다푸면시 ‘전봉 윤리.라는 개념 아래 유‘1ι 윤
리븐

십증작으로

“우리니내의

사회

부각시키끄

있다.

윤려얀 한국적

이

‘1ι과시의

집핀친에

선통- 윤리와 서쿠적

따닉L면，

사 1간 윤리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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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1

얀얘서 추구되어야 하되， 어니까시냐 우벼의 전」등 윤 i계를 중

심으로 삼고 서구의 시민 윤녁를 ]펴충해야 한나

즉， 우 이악 가정，

직장， 사회 약에서 시켜야 할 윤이는 한국인으로서익 진상 요비를
본으로 삼고:1.밖에 부 즉한 부넌은 서구익
해야겠다는 뜻이다
인(敬I愛/、)

성선에

/1

사민요이석 요쇠를 가 1"1

따라시‘ 암으보 사회 윤리는 흥익인간의

칭꺼애

기초듬 두어야 히다 께 이미1 유 1ι 윤리는 현대

사회의 가상 콘 문제로 연식판 석등‘ 즉 ’과펙 가안의 닙격히 악전에
따른 문제섞과 대량 생산 새겨1 에 따른 윤리작 역가능”음91 가성

식상

생황，

생황‘ 시민 생황‘ 문화 • 예숙 생활 빚 종→1ι 생황 능 샤 새 ~l 이

커후1 샤기 다른 생활권마다 그 득성에 따라 가싱 바람직하까 해경해

주는 1내얀。~ 세시띈다

무잇 lι디 아런 문저1 진， 특히 “인간성 상실

파 같은 띤상이 나타나는

섯은 경진애인의 정 신을 앙각하였기 때문”

이내고101 신닌된디

띠내서 기칭 생핀에서는 갱도효진) 직장 생란에

서는 경쟁」ι디 구생원간 걱E화를 강/{:.하얀 신유교 윤리， 사회생란에서
톤 공딩제에 내란 의무를 우선시하얀 수신 ((Éf캉 L 그러고 선통 예술
의 존중이 구체적으E 적시띈다
를 불양이한 것으로
윤이의

생각하여

구약으로부터 판진허

이런 구도 아례서 무릇 ‘ 전통 문화
매직하여는 냉 5수석

진]댐수의 "1

멧어 L} 여는 사유 망엄수의적 웅조샤 현

재의 도막 석 몰럭을 샤셔 왔나”고11) 최총 판정이 니1 려진나

미를

진상

진응 윤

「f교 윤이외 진적으로 동인시펴는 것을 진재로 한 이런 받상은

진등의 인식애서 R 게 누 샤시 퓨재점을 순매한나

우 선 이런 빈상이
사회에시노 가싱
히다

전통에

샤능하려면，

진상이라고 인식되어진 것이

중요히 윤리작 문제섞의

담겨진 과거의

현대

핵심을 감냥한 수 있어야

9l 간직 ·λ}회직

칭함읍 뀐l 재

전개되는

칭휘보다 외띤이 넓 1， 그 속에 현재의 윤리직 문제 싱황을 예감하는

81

서윷 LI]학교 사빔 LI]학 l 양 도서 」도덕

이

J • .11 1_육부(대한이 A 서

QI 위의 색 6'7쪽

]())
111

위의 책， 43 꺼
위의 젝， 87쪽

·

윤리」 연구 /11 박위웬펴

「식회사. ~(X)O. :u 대Xi.

」고 ò 학교 응

:i 초판 1. 4~ 끼

14

튿튿7<:1
•,I=j

심도 낌은 성찬이 팀겨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도 현대 시회의 윤비 상황이1 데하여 고l 기의

:1 려 L-}

:1

어떤 경우이l

생활 양상은 분회외 ~당

판이 나양하게 교착해는 현피} 사회의 객잡한 생활 매릭얘→다 더 성찬
적으호 대치할 수 있는 순역사적 능력을 샤칠 수 없다. 특히 각 시대
의 윤려직 분제 상황은 당시대 규범생황이 쥐약한 네시 빚어친 결과
이지 결코 과거의 것같

71 '11 지

않았다는 데시 반생하는 것은 아니다.

헨대적 사펴 정휘의 외연은 어떤 경우에노 전통적 언칸 정휘의 외

연보마 넓고 다양하다‘
그려 고 유‘1ι 직인 것과 연관하여 무엇보다 풍요히 것 은 헌재 유Jι

진폼으로 언식되는 대박분의 녁목듣이 헌재의 i’-습으보 갖추어친 것
자체가 파서 전개되었딘 유교 역사꾀 한 국연‘ 특히

한극에서 현대

시작 띄전에 존럼하딘 아주 특수한 양상을 번영한디븐 진이디- 이렌
윤리 덕꼭날은 그 자제 파거에도 디섣- 전흥-적인 것파파 경쟁 속에서
선별적으순 형성되었고， 현내적인 것피 보선 앞에서 자기
켜내치 뭇한 것으도 입증펀 것날이디

체계를 지

디시 밀해 전통 윤리는 션통

사화 그 자제에서도 전통- 사회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핵심적이고 시배석인 것이시는 했지만 전등 사회의

띠내서

특정

비록

부딘애만

더덩성을 」1L 댔피， 궁곡석으로는 ‘유쿄사회’라고 ;특징지어졌던 잔등 사

회 :1. 자체도 지탱할 수 없었던 -윤미 믹목을에게 현피} 사회의

완이

를 위한 풍심 큐볍으보서의 위상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걷국
전등 윤 ι1 를 중심으로 하고 서구 →윤미를 기가에다 봐완하겠냐는 피
등학쿄 윤간1 쿄고}서의 규범관은 전잠고}

현데익 관끼를 완전히

역전

시킨 진노선 딴싱이다. 여기에시 진풍욕 생각한 띠l 항생 제기되는 근

본직 분처l‘ 즉 진봉과 헨대의 판겨l 에 대하 고전에 관가피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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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통과 현대의 관계: 현재적 전통화의 산물로서의 전통，
그리고 전통화의 탈전통적 맥락
‘전통’(傳統， tradi디on) 이라는 용어가 주는 개념적
압도적으로 과거에 쏠려

표상의

중심은

있다. 전통에 대한 통상적인 표상을 체계적

으로 연구한 사회학자 에드워드 쉴즈에 따르면， 보통 전통이라고 불
리는 것은 “과거에

창조되고 그 당시

이행되면서

믿어진 것으로서

현재까지 하나의 유산으로 계승되고 수용된 것”이다 12) 그것은 현재

의 것이 저항할 수 없는 과거의 힘이다 “옛부터 사물을 소유했던 사
람이 죽어도 과거의 것은 그대로 남아 새로운 출생자들이 비록 처음

부터 과거의 것들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점유하게 된다” 따라
서 인간이 사는 현재는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현재”가 된다 그러

면서 과거의 것과 동일하지 않는 선념이나 행위유형들은 과거의 것
과 보다 유사한 선념이나 행위유형에 상호의존， 아니 의존하면서 존
재한다 13)

그러나 과거의 득정 시기에 성립한 선념의 현재적 연속성과 계속적
인 영향력의 원천으로 과거를 본 쉴즈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역사학자

인 에럭 흡스봄은 전통 개념에서 상정하는 “역사적인 과거와의 연속
성이 대체적으로 인위적”이라고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전통이라고 강
조되어 현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이행되고 믿어지는 것들은 그것을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세력에 의해 창출된 것이다.
그 어떤 것이 전통으로 부각되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면 바로 그
사회세력에 의해 의식(意識)적으로， 그라고 의례(廳禮)적으로， 지지
된다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왜냐하면 창출된 전통을 포함
하여 전통이란 것들은 “과거의 맥락과 형태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상황에 반응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전통을 세우려면 그 전
통이 담고 있는 과거를 거의 강제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

12) 에드워드 쉴즈~전통~， 김병서 · 신현순 옮김(민음사， 1992. 5.) , 26쪽
13) 위의 책， 51 ~52쪽.

~ÃI

](i

~~

11 011 서 흡스껴은 쉴 Eζ 악 진당 개넌이1 서 특징적으로 j1 착01 시 않고 념

어간 진능의 。1 수 줌요한 측면을 역점적으로 부각시킨나 즉 단지 영
윈히 지약된냐는 측변마 버자변 진응은 관습 (cuslom) 고1 개넌석으로
변나른 차이샤 없나

I 리냐 자연스렉게 변할 수 있는 관습과는 던이

건 멘싱음 복직으보 하는 전통은 그와 관련된 과거릎 거의 공식직으
로 고성된 행사(行事)에
전통에

대해

의해 농입하거11

l)~복휘으로씨 유지인다 1 ，1)

개념직으보 보다 낀상인 시선음 보내는 이런 섭긴볍음

통해 홉쓰봄읍 」r가작으보 강조되는 대부분의 전통듣이 현대 뇌민냐
가 수핍에 피수작 ~l 민족성씨성의 성갑 식입과 연핀되어 ~l 위직으보
장짝인 것임음 역사전문가의 역'1섞어1 시 심승직으로 해명후1 다

앤소니

기은스얀

선통에

내해

파거와의 실체적

둔 쉰즈의 고찰파 띤새적 계기에 역진

3

연속성에

비중을

둔 흡스봄의 눈석을 디

같

이 수용하븐 가운데 딴 사회에서 선동을 통해 획파하고자 하븐 것파
전통이 존럼하는 형매를 실질작 Ò~~ 규정란디

기뉴스에 띠르년“전

동은 의례에 관딴 것이며 사회작 연내와 연만되어 있지만) 의문의 어
지없이 받아들어신 생동지침을 기계적으도 추중하는 것은 아니디 끼 SJ
~ ，_매서 “진상은 항상 변하지마 시약을 샤정하는 진등 기}닌애는 무언
가가 있나

01 나의 신넌 또는 관팽이 진등적이라면 ]것틀은 연회 "1

니격。11 저항01 는 판진무걷성과 연약성을 샤진나

진등은 유시체샤 가

진 특성을 샤진나

약회되지냐，

진상은 빈현하고1 생숙하 1 이 1

죽는나‘

냐라서 완진무걷 01 나는 것괴 진짜라는 것 (aulhenliciLy) 은 진당을 정
의할 때 열미 L} 시약되는까 라는 것부나 더 중요히나 "16) 나시 까해

전통은 믿어지는 것으로시， 이

믿음음 기준으로 변화하는 사애등에

대해 규범직 꾀단음 당1 수 있는 가치내용음 자ιn 에 내성힌다
전통이 내싱힌 가지내 용읍 과거에 대후1

141

이싱

흡스배옴，시 F

당연히

기익으로부터 확보되? 보흔

진동의 창층」， g 스세옥

·

렁거 언 F 진동의 날주와 창

;야， 최시잉 익(시경문화사， 1995. 5.1 , 37--39쪽
Fi) 엔소나 기 l 스 「틸선동사회에서 산다는 것" 앤소q 기: 스 울비허 멕
것 래뀌성장겨 듀대회 J 임헌신 정일준 옮김(한울， ],IHK. ]~.I. ，써τ

lGI

위 의 젝， 99-100 쪽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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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나

llt라서

시든스는 사회석으로

이스 할마흐샤 의례에
시켜

이해한나

하는 것이나

연관시켜

17

「f 의 ['1 하게 작집 01 는 진응을， 모

칩암석 시역’이라고 부른 것고l 관던

시억은 진응시렌 현재의악 관년 이내서 괴기를 조직

。1 때 괴가는 갱츄띄지는 않시마 현재익 시순 위애서 지

속직으보 재 f 싱판다

이라칭I

.^H'f 싱은 부분작으보는 개인직

갓지만‘ 보다 근본작으보는 사회작 또는 집합직이다

싱격음

우리는 지속직

으보 과거의 일이 è+ 생태에 대히

기익음 재생산하며， 이러후1 만복에

의해

그러므보

칭함읍

연속싱음

조직하는 매개재이다
것과 갇다

획늑히다

전통읍

‘집합직

가익음

사작 9l 전통이 없는 것은 사직인 언어가 없는

전통의 온1 전무섣싱읍 여라

에대에 죄겨 지속판다는 단순

한 사실도부 F1 기 아니내 현새를 파거와 언이 ul1 얀 끈 S

획인하기 뷔

해 수생되븐 끊염없얀 해서‘작엄’。도부 F1 보출된다 "17) 바 R 이런 의

보적인 노랙이 지속적。 R 투임되기 때문에 “선동은 관슴파 달리 보
더적이고 감칭적인 내용을 포함하븐 구속랙을 지니며"
위 한 그런 일만된 작엄

S

선동의

지속

선단하톤 ‘ 수호자”를 기 신디 18) 수호자

S

의 비호에 의해 유지되븐 선동의 이런 규멤판닌적인 속성상 선동은
당연히 “권위에

만접한 연관이

있나 ’ l~[ llt라서 “진응의 큐뱀 석 요쇠

듣은 수호사의 활동괴 지도얀애서 해석된나 진등은 영헝랙을 샤진나
고 여겨지는데，

애냐하면

있는 사란듣이 츄재론적
등의

섬이싹석

진등의

/1 순는 깎성이나

라 쌀시라도 진응에는 대개
전통직 9l

도막성으로 인해

진상을 고수하고

얀진이라는 수단을 갖게 되시
비흑

진

직접적이라시냉나는 간접적이

걱떤한 깎정 투엽이

행위양식과 ↑1 념양식이

때문이나

있나

제공하는 건아약저1 의

깎정

투입은

기제에시

비

풋인다’ 2 0)

f 새처1 와 그것이

해

%

쪼「

1

해 케「

미뻐

m익

m%
m

포「

1

……

%

이「이「이「이「
잉이이미이끼이꺼

m
E

옹호하는 수f 작

가치에

대힌

공격에시

\1 1 콧원

~，κ1

1M

~~

현대성의 초시 행성 고l 정이 이런 삭으로 이해된 진상을 아괴 0] 는 쪽
으로 작용하는 것은 운명하나

그러나 서 유렉 현 rl] 를 대상으로 한 /]

든스의 고찬애 l마므변， 국민국샤악 감고회외 19 세시외 20 세시애 전친
민수수의의

인반회로 현대 이진 사회의

지1 가 온1 전히 붕괴하기
대직

유재로 님이 있던

시역감동

이전까지의 과노기 동아 관 1￥l 전후1 헝애의

저1 노닫읍 지역공농세에

현

잔슨하는 」「지작 규h1 의 전통에 “의슨

했음 뿐만 아니라 새보운 전통음 장소하거 è+ 납소‘’하기노 하였다 2J)

이랭게 되면 시양 뀐1 대뿐만 아니라 \1]시양권에시의 현대 속에시 전

통이 흔갑하는 역셜작 양생‘ 즉 현대싱의 전통파괴성과 전통겨1 승싱음
포꽉직으보 석멍 ?1 수 있는 맹식의 단초가 포작띤다

년에서 국넌국기의

뀐대의 형싱 거

성런。도 구1 착되는 현내적 권택구긴

지역경세의

경계를 허물고 시장이 」ι펀화되얀 경세구긴， 노동파 소비의 주제 E 시
낀적 생핀방식을 기 ?i:.~ 하븐 사회구죠의 보임 S 둘이싸고 띤내성파
전통성은 선번적。 R 내런하고 내체~ 띤내적인 것의 암보작인 승리

E 썽방 투쟁이 증겉된디 그이니 현내생은 지배적인 위치를 진하기븐
하였지깐 걸코 선일적(專→ á~1 이지는 뭇란 채 사회 여니1 눈야에서 불
균등하게 관천될 수밖에 없나 이 경우

현대의 강고회 국면애서 현대

성은， 국시 석 수준으로 위측되었지만 여진히 현쥬 0] 는 진상얘서 자가
애게 유비한 순가능을 빈견 0] 든시， 0] 니변 새로운 진응을 창출해 샤변
서 이직도 님이

시능펴는 고l 기적인 것듣고l 의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자

신의 관침랙을 녹이고사 한나
침은 나분히

진응의쥬적이었고1

나시 마해 초시 현대얘서 현대성의 관
석어도 진등고}

강조적(共벼JIη) 이었으

며‘ 근본직으로 만(反)전통직인 양싱을 띠지는 않았다 따라시 엮빌후1
의미에시 단전통직인 사회의 노래는 지 f화의 순자직 심헌과 맞딘리
시야 비로소 가능해꺼 일이다 그것노 지 f화듬 기바으로 수땅은 전통
등이 맥운하까 되면시， 전통이라면 Lj연히 주생하까 마련 ~l 자기증심

싱의 헌심직 토대， 즉 」r지직 폐쇄싱이 전직으로 닌가능하게 됨과 농
시에 가치 다워싱의 f 노 얀에시 전통이 회복 닌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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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방식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관계는 결코 전통이 중심이 되고 현대가 그것을 보완하는 전주현보
(傳主現補)의

형태가

아니라

현대화의

부잘함이냐

폐해

(Modernisierungsch김den) 를22) 전통으로 보완함으로써 현대성의
불완전한 관철에서 유래하는 위험부담 (risk) 음 경감 내지 보상하여

현대성의 관철에 기여하는 현주전보(現主傳補)의 형태를 띤다

v.

결격전통으로서의 한국 유교와 관습적 에토스

로서의 ‘유교적인 것’
위와 같이 진전된 전통 개념에 대한 일련의 고찰에 따르면， 득정 ‘전
통’에

대해 그것을 성립시키고 유지시키는 득정의 ‘전통화’ (traditio

nalization) 과정 을 상정 하는 것 이 가능하다.

1)

하나의 전통이 성 립하려면 우선 그것과 관련된 ‘역사자산’(歷史

資뚫)이 기억의 형태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역사자산은
대부분 과거에 설정된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활동력을 발휘한 적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방증에 기초하
여 창작되거나 심지어 날조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전통
이

현전하는 현재의

인간에게

시간적

지속성의

표상을 보장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다 (전통의 구성에 동원된 역사자산이 날조된 것으
로 밝혀질 경우 그 전통에 대한 선뢰가 현격하게 떨어지지만， 이것은
전통의 형성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2) 그리고 전통의 성립에 투입된 역사자산에서 일정 인간들에게는

22) V. Steenblock, “ Tradition" , in: Historisches Wärterbuch der Philoso
phie. B d. 10 (Base!; Schwabe Co. AG Verlag , 1998.) , 1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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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여전히 녁딩 tl 다피 여겨질 수 있는 ‘유의끼한 신넌 니l 용‘이
해석띄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3) 이 유의미한 신넘 니l 칩을 추출하고， 현재의 상황에 석용하면서，
그것에 어긋낯 정우 권위 있는 벙-식으로 [H 저한 수 있는 ‘전통의 수
호자.가 까드시

4)

현존해야 하다.

하냐의 전봉이

전통으보시 지속되리면 그 진봉의 수호자가 내

려는 해석에 의 ‘존하여 자선의 생활과 행위 벙-식흩 결성하는 ‘진풍의
수용자층.이 전통의 늑싱필수 [H 증작으로 드러냄 수 있을 성 노의 범위

넌욕 설존하고 있어야 한디-

이 렌 민주날에 띠 과 선통-윤 정피하연， 전퉁이란 ‘파서 역사’의 파정
에서

형성되어

펀새에 이르기까지， 문세되븐 시진파 해당 상팽마디

‘학습될 기치’기- 있쓴 것으도 거듭 획인뇌아 현새의 각캉: 생펀양석에
현실적인

영향력‘

측

‘펀새

생할을

위한

11 빈적

타당성’ (tlK:

normati ve validity for Lhe presenL life) 을 지 냐는 것으로 ‘수용된’
가치지1회(價1P'l캔貨) 또는 신념의 총쳐}이다.
이렌 큐정에 나프변 역사적인 것 모누샤 전등이 되는 것은 이→L
니니~L
다}
~1.러나 전 ~등
당은

역시석인 것고괴}

현x
지재1] .•석석인 관섣의

판작관으로서

역사외의 니l 적 연관성이 선정되는 것이어야 한나. 따라서
으로 뇨현하면 전잠은 현재 깐에
그 헌재 '?r에시

고1 기

λl 간 게닝

현츄하는 괴기적인 것얻고l 통시에

헌재직인 타당싱음 지나는 것으로 인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에

대한 이 런 규성욕 갖고 후} #

유‘1ι듣 소망하

면‘ 엮일후| 의 u1 에시 ‘유‘1ι 전풍’이 헨존하고 있다되 언명하지에 대단
히 어려운 결격섞이 드러난다.
입단 유Jι 전통의
사 그 자처l 에
있디-

벨노의

입 자직 요낀으로시 유Jι의

역사자산은 후l 냐 역

장관이 q 냥소가 편요 없욕

역사자산이내쓴 측년에서

무잇.!2디

성노로 숙작되어

충요한 것은 유교기- 현대

역사자산g 로서 한국 유쿄 재해석의 잠자력

진입

~]

직진의 한국 ‘진등사회’듣 진단적으로 운영하던 시매。1 년이었나

는 점이나

여시에서

진응사회라고 함은 단시

는 뜻인 뿐만 이니라 ~
으로 고l 기에

현대석이 이년 사회라

사회의 모든 팽위규뱀괴

,_

운영망식이 납본석

시윈을 누고 진승된 진상괴 관던되는 것을 중심으로 구

지1 화되고 섣행에 옵겨셨다는 것음 의미히다 유→1ι와 판련되어 농아시
야권에시 유통되였던 L〔든 정시가 녹해되었 1， 전학직으로 녹장직 9l
이돈으보 가공되었으며， 문십의 헝애보 새겨1 작으보 보슨되고‘ 칭시와
문집에 대히 싱가간의 해석
유Jι듬

칭영

자가

칭휘

선념으로

삭엽이 지속작으보 이루어셨다 무엿보다

내변화시갔던

유 1ι 판련

ι육 정함‘ 그리되 그 정함의

황농분자등의

경과딘 등음 대량으로 보닙

하여 인구의 상당수를 교화시킨 사회화의 경험이 두"이신디
그 지향하븐 바 이념작 특성

S

띠내

」t가

띠내서

이 사회를 ‘유교사회’내고 특정

칫는디디년~::l) 란국에서 현내의 시내기 본격적。도 선개되기 이선 긴선

후기에 이를 때까지 칭작된 유교븐 성리학의 칠학처1 계를 二국가운영원
직으E

간주하고 굉빙란 유교지식인들 S

하톤 ‘평 /{:.국기 행

유교주의’ (mon8rchy

고 개닌회할 수 있나

이 왕조국샤형

국가 헬딩의

인적

F 내~

St8tC typc confuci 8J1isml 내

유교수의체재악 구성윈틀은 。1

체지1 가 유교 진상 (confucianislic Lradilion!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승
수용→ 지1 해삭→ 진숭의

•

유시적 • 반객지1 현석 고l 정 얀애서 왕조국

가가 자가완걷적으로 지1 생산되는 것을 벼장히이라는 믿유을 견지하
있나
~

,_

나시 마해 왕조국가 유쿄수의는 현대 이진 한국얘서

사체의 수호자이면서
압박에

활동석연 수체있나

본격화되

뀐대의

유→1ι주의

지1 제는 다음과 갇은

유쿄 진~당

지1 국수의적인 망식으로

본격직으보 긴 판되기

직전의

이

왕조냐가

f"ε 직 늑싱음 가꺼 것으보 파악인다

냐가슨핍과 왕조직 연속싱의 전직 9l 입치에 업 샤히 」t 가핀‘
눈주보 대표되는 」f가권녁， 가부상으보 대핀되는 사대부 공농새

231 벌 q든 개닙규정 없이 이대진 선생꺼 주선 사회를 유교 사희라고 통칭하고
있다 李泰鎭L

朝뺑'f ft쁨敎피土會벚값f 5EJJ( 지식사엽사，

1989. G.I

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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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서1 백

맛 스숭으보 데표되는 시회석 의 111 재생산 체개， 이른

바 판 · 시 · 부 인체라는 국샤유지시간요인뜯익 상호견재외

상

호균행을 잔재한 권워 빗 사회권백 난기의 동난윈성，
넨 장동체 점유석 토지소유관개를 가반으호 농경을 수측으효 해는
촌녁공동세의 기본생황단위，
I값 파가세저|

전 )-11단 샘강오삼의

빈 *)-11 셰와 그와 겸부원 의례의

선행음 근간으로 하 예치섣시작 가치 )-11 겨1 로의 재편 빛 그 기본

단위로시의 대가족 i!l 저1.

후l 」r 유Jι에시 ‘유」 ι 전봉’이라고 했을 l내 그것 으} 입자직인 역사직

보형은 바 E 이와 같은 왕죠국기형
그렌 형태띄

유교주의

갖춘 S성+;?:.국기-형

유교주의

처l 세에서

작동되었띤

선통-을 가려킨디- 이와 같은 자기완걸체계를

유교주의끈 그 q 름내 E 자생적인

말전파

변화릅

겪얀 기-운1'11 서보 당실성을 유지하번서 19 싸기 후반 세국주의

침탈파

정에

야니내

본격적으~ 노출필

하츰신눈에

료해여

이르기까지

인종의

때까지
인륜의

단지

상층부

.!2펀적 · 표준적 기-지 쿄서

학습을 완

사회체칠 내지 슴 :j~( 이→비투스)으로 ‘샤치친윤괴정’(價

Í!((漫潤過程)을 완걷히있다. 조선의 왕조국가형
투어진

엘리튿츰뿐넌

유쿄주익 체지l 에서 이

유쿄주의적 가치의 친윤고}정은 이른바 “풍파의 .íY회”라는 이

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관철의

관점에

엽각하여

약간의

변칩(완조적

가치외 시데부석 샤지익 갇동)과 역팽(민중반란 맛 민좋 종교)， ~ f_ 피
고 새도수정(실학으보 피}표되는 개혁유쿄)의 시도까 없었던 것은 이
니지만‘ 입종의 왕소직 사엽으로시 입;관되게 하향식으로 친행되었다‘
즉 { :;1호禮智{듀이라고 하는 기본워직욕 보대직 전제로 하여 그 외직
섣헌형태로시

，민과 孝듣 펙습시켜 q 간 소션 역사 512년은 이랜 가

치청윤과정음 기층민증생황권에까지 판검시키는너] 충분히 시간욕 가
셨다. 한파에시 유‘1ι주의 전풍의

헌격 히 약화는 이와 감은 왕;소냐가

유J 너주의 )-11 제의 내직 붕괴보 시 식 하다.

역사자산으로서 한국 유jj} ^~ 해석으j 잠재 력

( ;:(1]ψ전선 붕괴) 완조국가 체지l 애서 황심의 껴→전은 국가 유지의 핵
심으호 간주되었나. 따라서

완조국가샤 조선 사회익 니}재석

동랙에

나라 현데석 국민국가로 전회 할 본격 적인 개가외 시간적 여 유를 갖

지 뭇한 가운데 완실이 검- 전된 상 l꺼이l 서 단행된 한인판망에 데해 ~
하말 관식에 포추l 하고 있던 유‘1ι권은 기회주의직인 자서l로 입판하였
다. 왕소 .J~가 처l 처l 에시 파 7r의 운명욕 좌우한 위지에 있던 왕선이 자
~1] 보전욕 담보보 상자 냐민냐가로 전화한 영보적 주권닫 포기힘으
로씨

왕;쇼」r 가유Jι주의

~1]제에시의

낙가~1]제는

제파주의적

현대화

충격의 처]1:자 공략대 생 으로 붕괴되 었다.

(세센선선 성- 꾀} 국기-유교쳐1 세피 권택관계의 핵심주도층이었딘 사
대부츰 빛 일선 유교 단지자성:은 펀내화의 중객 S
장박에

내처할 극세적

소양파 국기-말선의

당반한 세국주의

비션을 세시하지

뭇하고

일세에 부역하븐 뀌측층이니 향촌유지층으흐 급격하거l 상내화되었디
이쿄써 유교척 가치체계의 실친척 주도츰이 해처l 되었디

(재셋전선 붕괴) 국가유쿄쳐}재익 경제석 토대있던 촌럭공엽강동쳐l
는 산엽회외 데외쿄역이 야시한 생활혁병의

정에서

장세 9]- 자본주의회의 고}

식민지 관영시장경개이1 편임됨으로써 최종석으로 붕괴되었다.

(재넷전선의 온츄) /]묘하게도 조선의 완조국샤 유쿄주의 체지l 에서
가창 비자믹애 쿄석된 가부잔석 가족구조와 헝촌의

기총민숭이1 천윤

펀 유jι직 선념처l 셰가 자|」f주의작 헌대화에노 관 f하:π 가상 반하지
않은 내→난펙음 만휘하였다. 이 가족과 지층민증에 침윤된 유jι작

•l

념 -~1]겨l는 직빈지 )-1]저|와 해방 후의 전바， 그려고 분단 -~1]처l 아래에시
겨l속직으보 추l 행펀 사회작 분화과성에시 한냐 사회 →난싱원 개개빈에
거l

빈간 노녁의

원초직

표생으보 내면화되었다. 개화파q 입제하회

개량주의 사싱갈노 이런 광범위하게 찬존하는 민증직 보양휴 진까직
으쿄 개평시킬 수 없었으며‘ 이날피

빈(反 ) 유교논려븐 주쿄 정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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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 제도상의 국가유쿄수의체제의 부정적인 팍변이l 칩풍띄었나. 이
틀의

시각은 이런 민숭석 토양 전반을 후진석인 것으효 배재하기나

무시하는 관점에서
는 하헝 석 천 윤의
봇했다.

6.2 :5

걷 :'-iL 벗어나지 뭇한으로써

인지1 허의

반유교는- 비

정신석 이I] l.:] 지와 실천석 에키}점을 전혀 확검히-지

전바은 향휴경제에시 마지 1샤까지 찬명하던 왕소파가 유

‘1ι주의 세저|의 찬재윤과 정 ~l 직 지주듣필수 전면작으로 동요시컸다.
렘으로씨 한 .J~ 빈좁은 시민직
과정음 전쟁과 이더l옥보기적

ö]

겨l용음 통해 닫싱해야 했던 개인화의
야만화닫 봉해

생존의 위협 아래 강박

멘았다. 다시 말해 소션 시대에 .J~가직으로 친행되였던 유Jι 작 전봉

화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직극 작 섣헌이 겨l 속 유보되는 성 지 적 · 경제
적 죠건 속에서 현내화의 공백으쿄 난았띤 국넌 개인파 내번에 급속
한 현대화 파정을 지뱅하r- ‘관습적 에도스’릅 세공하였디- 새간이 현
대적

기치릅

학습받을 키회와 여랙이

없었딘

대디수 한국인날에게

가부장주의를 인시 원작 o_~ 하r- 유교적 기치관은 일년 기-꽉유지논

리쿄서 20 새기 후반키 산업화 시기까지 자생적으도 전수되고 학습되
고 수용되어 이는바 기-장 한국적인 정서의 기준표상윤 이루게 펀디
다시

까해서

완조국샤형

유교수의

체제는 가;슨유시논이라는 현애한

기반 뷔이1 서 샤상석으효 온츄한다. 관습석 01]토스로서 국샤를 왕조적

권뷔외 동인사하는 순응주익적 국가관은 한국 현데에서 국샤를 경영
해는 권랙층들에게

정 지석

권위수의를 관철 λl 키고 성지l 적

생츄투쟁

의 엽박에 순종해는 만풍적 정신내도 (menLaliLy) 의 토양이 되었나
이렌 상황을 전반적으로 깎토하면 현데 한국에서 -유쿄 전J등’은 온
진히 오습으로 셰승’되지 봇했다고 단연렌- 수 있다. 그 풍부하 역사자
산에노 관二1
구하고 하냐에시의 유Jι 전통은 파가직 격번기에 효과직으
로 대되?!- 수 있는 ‘유의미후l 선념 내용’음 자생직으로 노판하지 봇

하였다. 무엇보다 유‘띠는 까저| 두쟁의 능농작 소식을춘 사석생 포 7] 힘
으호씨 피빈파가 소낀하에시

왕소유Jι로박터

니r민유Jι로 진화한 기

회와 성 당싱 근꺼븐 닝:쳤다.
그 ιl 니

유교 선통-의

지속성이내븐 측년에서 기-장 심각한 손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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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국수의

체재악

억엽고}

가 장악펴고 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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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회익 금약한 진행 과정애서 조선

교육 권력을 상싣함으로써

진등의 수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도 rl1 를 판진히 잃었나는 점이나
서

유쿄

걷국 한국애

「「쿄 진상은 얀송으1 걷끽진등이 되었나
민족

성씨싱이나 주지1 싱이

왔음

[내

거민직으보 동워 ?1 수 있는 유ι의 자산읍 진정히 ‘유ι 전통’이

야

니라 거민의

일싱권에시

본격작으보 거돈되는 시섞어1

판습작

에토스보시‘ 그나마 파편화판

형태

보‘ 샤 가성 아에시 옹갓 퇴행직 가지와 경펙하여 온슨하 y_ 있던 가
족 사워의 유 1ι 직 심성 성노였다
21 세기닫 목전에 눈 시석에시 히거 유ι의 전통직 위띄어1 대히 담

은은 칠시하게 기즉 치원에 국란되어 진생되고 있디
심

란국 문화의 핵

경험적 Ò~~ 포착하려븐 λ1 보마다 바또 이 기 즉 단은의 벼을 걸

S

코 넘지 뭇란디

초l 준식 교수에 띠르연/‘인(仁)의 실띤 S

뷔해서 우

리는 무잇으도 시작해야 할까‘/ 여기서 유교는 디든 증교와 선혀 달
니1진다

인은 디름 아닌 효에서 출발란디

·

유교얀 성인이 되고 고

자가 되븐 김 S 불교니 기뜩교처럼 새간을 넘어서 구랬딘 것이 아니
라 인상생활애서:1.것도 샤장 중요한 샤정시애서
나

·

이듣이

효는 부자간의 쌍망적인 관기1 샤 이니냐
아버지즘 성시는 것 1 나시 마해

찾으려 했던 것이

효는 정확히 마해서

상헝석연 사땅을 마한나

유쿄애서 효의 더불어 중 λ1 되는 충은 효익 확정에 불피하나 ·

따라

서 충은 효의 01 위 기}넌으로 생각해도 무망하나 니1 이마지를 강경하
는 것은 니1 가문， 혈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1 것은 사연스업게 니1 가
족(혹은 가문)만음 증시하는 가족주의보 악진하까 판다
우선(유일)주의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의 뼈대듬 이넌다

이 내 가족

· 히 」「 사회

의 모든 양싱은 바보 이 내 가족 우선주의에시 파생인다
간단하거1 ‘가부상직빈

심처1 보 히 」f

히거의

2,11

·

이것을

집단주의’라피[ 부른다‘’ 2， 1)

뀐1 대에시 유→1ι 전통의 황성화닫 겨냥후l .1..，.1 든 시노는

유 1ι 전통에시

최끼식한국민에서1

유입하거1

남아시

ι 화기 없다고? .Ll시계식

식동하는

2000) ,

것으보 확 ~l 되는

.32--.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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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가족 중심주의적인 도덕 표상음 사회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점음 찾으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l
가지 이유에서 가망 없는 작업이다.
첫째， 득정 집단에 맞는 규범에 어떤 형태로든 보편적 구속력을 인

정하는 것은 윤리이론적

차원에서

조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문제에 필히 동반하기 마련인 규범적 타당성의 한

계 문제에 곧바로 봉착한다
둘째， 유교적인 것에서

파생된 가족중심주의 선념은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가족이 사회의 종속변수임으로 인해 가족 그 자체를 규제
하는 가능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
셋째， 실천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중심주의는 그 타당성 범위
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가족이기주
의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하므로 도덕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행위 유
형들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가망 없는 시도가 1960년대의 산업화 국면이 래 단속적
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유교 전통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시야를

좁히는 결과를 계속 낳고 있다.

VI. 한국 유교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두 시도와
새로운 해석 차원의 모색: 국가 유교주의와
유교자본주의

1.

유교 전통의 국가 유교주의적

변용

이인기， 류형진 교수와 더불어 박종홍 선생이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에서

기초하여

1969년에

유교적인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으로 통상 여겨지는 충과 효 같은 용어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헌
장의 근본적 지향점이 반공 민주주의와 산업화， 즉 조국의 근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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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민 즉 줌흉악 정선자서11 ， 즉 현대회된 차윈애서 ‘국민정신’악 한잉
애 있시 때문애
요는 없었나

「f교적인 것으로 간수될 가지듣 진변얘 부각시킨 필

그러나 이

상정된 경애(해깔)는

국민정신의 도믹석 난윈애 해딩되는 것으로

조상으1

맺난 열’애서

듬 압숙한 의노어1 시 새보이 만든 용어였다
현상이

공포되던

납음 기해

공포판

기1 승된

유쿄 진등의

정수

현싱의 이해닫 둡기 위해

「거민→1ι육현성녹본J 은 이

섞음

분명히 /Jéε 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동하이 낚에 '11 자링스때고 우려 사선에게투
한결같이 필 g 한 정선이 무엣인 ;1를 칫아낸자 」깃 F 우리의 진동에
깊이 뿌리막고 있는 정애와 선의나 」라고 」 정선에 」거하이 까까
γ 시탐끼라 서보 듭고 감사히는 S 속이 이어져 니1 려왔다
치애인이린 알 g 연상히서1 한디

정애는 정

히늠 g 공정히고 사탐 g 시랑한다는

뜻이디 ""비

성애의 해삭이 여시에서

~ ，-쳤나면 성애는 인송악

정노보 이해벽 수 있었음 것이다

그랜네

냉면적 휴머니츄

칭애는 다시 애칭(영향敬)으

보 순시듬 뉘 십어 해맹인다

“애킹이비 하1선 애친 경장이란 말이 떠오己는데

이 갱?이]뉴 이 111

이를 사렁하고 어든응 콩경힌냐는 뭇。I t+ 경과 애， 이 두 가지는 연
간 관계에 있어시 까정 니원직인 너이라 힐 수 있t+ 어버이릎 사렁
하고 공경하는 마유꺼 자얀의 정에시 우러냐는 깃이끼는 하시만 」
것 g 섣치에 움기서 효도든 완수한디는 것은 여끼 어려? ?1 이 이니
다

지각적엔 노객 g

기윷여야 한다

_1_2.1 으보1 효는 벼 가지 행심의

은윈이라 히여 1 시맏의 됨됩이든 우노에 매한 효성 여하보 파난할 수
있다， ，~ 한다 나의 부틴애 대한 애경의 성실한 마음이 념의 부딩에게
미지

11_,

상이다

더 d거] 인류 사회애 학대된다넌， 그섯이 곧 경션 애인의 이
그섯은 인산의

흔엄성용 기본。로 하뉴 인류애의 사상파노

통한디 ":2t_j)

~'j)박종홍 .01 인기‘듀생신

2GI

위의 젝， 117쪽

c피임이유헌장독본， 1 문이부 1 이껴

l~). l](i꺼

~~

~，κ1

~~

힌장의

퓨매상으로 이

기}받된 개인악

성애익

정신은 산엽회외

국방애

유용하게

t정을 샤 즉을 기쳐 집단적인 현동정신으로 이어수는

이수 중요한 매개항이 된나

그러나 이때 샤슨관기1 애서 배영된 ‘냐’악

가지가 ‘님’이나 ‘나른 곳이도 그대로 ~당용 된나는 우차 l캘 동얀성에
대혀 확선이

야무렌 바싱

없이 전제띤다

이와 감은 농입성의 전처1

(專폐)는 곰바보 나와 다른 것에 대힌 공격작 새타성으보 바뀌 수 았
다

힌성의 기본직 ~I

보띤 가치에

만싱이

」「직 없는 j tL육이라피[ 지목판 민주주의

대히 혐오에시 \1 1 풋되었다는 것읍 위의 해석에시

의 학생선 생에 위치하는 인간의

칭애

슨엄성에 대히 싱잔을 사섣싱 공허

하거1 만듬었다

Hf 중흥 선생의 유교 변용 논리븐 유교작인 것 S
더 치원。~ 즙히는

rll 서 출발란디

칠지하게 개인보

란국 사상의 원류를 ‘경(댔)’에서

갓튼 그의 말상은 되계 강뜩에서 유례하는데

그톤 이 경을 ‘ 낀즉사

적 칭동생을 계승하븐 김인파 동사에 빈공 낀주칭산에 투칠한 끈/ì"

E 세사하고 있디

'27)

바 E 이런 논증 맥락에서 개인보덕으E 협소화

된 유교의 부눈 기치븐 빈낀주적인 파사즙 구도 안에 그내도 산입되
어 되행적 권위에 진J응악 훼광을 부여한나 걷국 벼편석 지 i깅을 무차

별 동인성의 논비로 자단해 버린

，.악 도막회된

「「쿄샤 권 Prc;-j 는 것

은 「「신 체재얘 rll 한 무한 인니1 의 순응이나

“?
유신.)

이가 살이 있는 이때등 가비켜 유신의 시기니] 이 부그 -l/_ 있다 <

이 유신이란 파연 ?엇인가

인간파 자연관케가 납템포로

꾸준히 약신해 가야 하겠。며

그에 따이 인산 관게가 더옥 산밀하게

퉁쳐 하나가 디어야 하겠으며

힘자개 활주무를 달라먼 "1 행 /1 가 하능

η 。1 솟아올라 목직시를 향하이 힘껏 속역응 내시 시작하려는 가정
긴정뀐 때 q 이에 얄맛꺼 모든 사색과 우리가 취하이야 함 모든 자서]
픈 통듬어

3 선이라고 부르고 있디

닝1 댐기기 힐주i픈 휘치게 낙

리디기 이육히여 세 헝보에 완천히 등입할 때까지 승객틀은 iiU

'27) 막종홍，韓國思/댄， 9 능의 課면
路 J. 1Ft단(~， 제 11권 1L9( 시응 ，
(서윷， 빈 S 사，

1998. .3 .1 ,

::;ë 익쪽

례

民~↓혀깨 〈써t~둥>의 思/댄응 동한 새 進

1075. 11. 1,

댁|鍾뿜*集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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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든 피 깎이매고 있어야 한디

~H

만인 <"1 랭기는 비랭기고 니는 니

냐〉 하고 렘 7 우 녹아1-1 나;1는 증대힌 사대가 벌어칠 수 있나”앓 1

I 악 ‘경‘에는 시내에 대한 내판적 분별랙이 걷여되어 있냐 ]이고
~L 의 ‘애’에는 자시의
없나

걷국 경애악

나른 견해를 샤진 시란。11 대한 관정괴 배려가

내도는 은회한 권위수익악 니1 번회

]

이상도 그

이하노 야니며‘ 이런 대노어1 의해 뒷반침되는 냐가는 녹재자의 권펙
기회주의에

농단되는

부심히 」f가이다

자펴1 직이고 자만직 9l

만족우원주의에

기초후1

경거 유j tL 전통의 입부듬 노녁주의직으로 쉬쉬하여

거가 유→1ι주의직으로

변용하리는 시노는 경제작

뀐대화보시의

산입

화듬 내용으보 하는 뀐대화의 또 다른 측면， 즉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변으보 충같하변시 현대에 대히 그 냉소싱이 폭보인다

2 유교 전통의 유교자본주의적 재가동
협소후1 유 1ι 노녁으로 닝가주의듬 성 LJ화하리는 시노에 비해 유석
순 선생이 유j tL자본주의론을 저1 가하는 뱅식읍 칭험직 심승싱어1 바팅

하고 있다는 점에시 싱낭힌

섭늑막음 가꺼다

무엿보다 자본주의직

실진의 단지자기 걸여된 상태에서 자분주의의 발선을 비만적으도 닌
정한 벼1 벼의 눈석 S

염두여l 두연서 유석춘 신생은 란국) 내 1간) 홍콩)

싱기즐 등 아시아 4개국어1 서 자본주의기 역딩적 0→~ 발선란 실례를
바 E 버l 벼의 틀에 의해 고찰란디

버l 버작인 고찰 방식에 띠르연 이

성공한 당아시아 자본주의에끈 반느 λ1 자본주의의 실잔척 단지자기
존새할 수밖에

없 6_며， 그렌디년 서구의 부르주아에

해당되←

니내체

에랙은 유교석 가지관 。1 외악 것을 인시 못히는 국샤 관이인 수밖이1
없나 “ 유쿄 국가의 자본수의는 국샤악 관이듣。11 의해 우}로부더 도입
된 것이나’‘께 “이틀 국샤이l 서는 능랙 있는 관료의 지민한 개획괴 집
~M) 위의 글， ;):!O.~

201 유시춘，‘유교 자본주의 의 가능싱과 힌계， ，진흥과 헨대， 1997년 이즘 창
~l호(최통괴 현대시‘ 1997, G,), 81쪽

:,0

~，κ1

~~

행을 응해

경재석

5수표샤 신약하고도 정확하게

。] 고l 청에서 국가의

정객이1

성취되었나

~ ，_이고

재빨이 떤숭한 시엽가듣은 특혜를 응해

엄칭난 부를 측석할 수 있었고， 국가의 정새고} 어긋난 선대을 한 가
엽가는 가차없이 배지1 띄었나 ‘3m

이렌 식으로 」「가의 효과직 9l

시성

개업을 전처1 보 하는 농아시야

거가의 자본주의가 다듭 야민 ‘유ι’ 자본주의인
식이 “두 가지

전통직 ~l 유 1ι 작

즉 ‘지 ilH 십단의

직시‘’의

것은 이

개업의

양식음 넙습했기

맹

미1 문이다

성치직 핀 t단이 민간의 객판작 ~l 칭재직 능팍에 우선

후1 다”는 ‘핀슨민비 (15활民벼)의 유→1ι 직 워직이 그대보 자본주의 운영
에 우입되었 y_， Lr아가 가입과 민간의 소직 뱅식이 유 1ι 작 가치에 전

적으E 부합되븐 기즉주의’에

기초한 ‘연고주의’의

행매를

I잉으E 써

‘얀정적인 경저1 란딩에 필 9 란신뢰”를공당했디븐 것이디 31)

란국에서 유교작인 것이 사회적 쟁전 Ò~_~ 부각되연 q레 그렇듯이
유 신생도 유교적인
적파 연겉시킨디
은

c; . 16

것S

닫아들이년서 그것을 곧바 E 바칭피의 치

그에 띠르번 “란국의 경우 유교 자본주의의 역당성

이후 바정펴기 정권 S

삼고부티 시작되었디 ” 이 경저1 적 역

동성은 국샤샤 지1 벨애게 특혜를 쥬애도 불구하고 지1 벨애게 ]
로 국지1 경생에서익 성감을 부닦시킨

i한의

시장 메키니츄을

우 이애게는 없는 서구 석
의의

수출수도 산엽희

「「시하는 정새애서

냐왔나

양이성을 대신한 것이

대가

정재’ 맞 최

。1 떤 정황애서

선생이

“ 유쿄자본수

구조’라고 불이는 것이나 즉， “사빈석 걷사체 ]멍나는 관변단체

가 「「비하고， 자유경생냉나는 정경 유착。1 시매석이 1 1"1， 기1 급적
다는 띤 y-주의가

중요히 기능을 수행하노，

조직화힌

본주의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오래인 역사의 산딘이다

것이

연대갱
유ι 자

펙자판뇨 집

단의 지새라는 역사작 f소가 자본주의라는 칭제새재와 경협 δl여
타난 뀐생이기

301

[내문이다’:12)

위의 날 8"7쪽

:ll) 위의 글， 써 -íl4껴
.32) 위의 -~-， 8 석 -89 쪽

è+

:, 1

역사자산g 로서 한국 유쿄 재해석의 잠자력

。1 런 성고l 즘

유쿄자본수의 개년 이애 편입시칸 선생은 고}연 “연고

집단의 강력한 영헝역괴

우 이악 장동체적 진응을 사회받진의 장애요

인으로 인식해야만 하는샤”라고 반문 01 변서 1 만수수의
마로 이런
“민주직

유교자본수익익

선려1 를

정치체지1 조차

l마라 개조할 것을 재안한나

즉，

성지과성이 그마노의 판뇨주의화튼 피한 수 없는 것이라면 민

주주의가 요 f하는 전문직이그T 섣무작 ~l
과정에 대히 시민듬의

지식읍 f 새작 9l

정책경성

참여닫 저1 힌한 수바에 없다 ’ 그러고 “시 f 직

인 민주주의에시소자 어1 리브주의가 내성되어 있다 ’:ì:ì l

막쓰 깨버 종→이사회펙의 핀섞어1 따라 유jι자본주의

유석순 선생의

입돈에는 유ι 작 ~l

한 말상파 관찰이 7}특 치 있디

것음 다시

개념음 노입후1

같야보거1 만드는

하지 1간 이런 말상파 만찰 S

참↑1

개념화

하고 냉세화하는 j파정에는 두 가지 븐 오류기 개새해 있디
우신

딩아시아 자분주의를 에버기 선택한 형성기의 서구 자본주의

와 파연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븐기 하븐 진이 문세기 된디
태 E뉴 동아사아 국기들이
선진국 보델이었고

선택한 자본주의톤 이미

어띤 형

고보 E 말선된

무잇 lι디 학습되아 이식이 기능딴 것이었다

눈

벙히 여시에는 학습고} 매유。” 놈은 샤지를 부여 01 는 「「쿄 진응을 상
당정도 니1 번회한 정치 엘이드틀이 근 구성을 한 것은 사싣이지마 석
어도 진응으로서익

유쿄적인 것

자체가 이런

자본수의

도입

:l l_ 로젝

드를 수도한 것은 이니었나

]이고 누 번깨， 유교 진응 안에서 형성된 인단악 나1 서구석 샤 "1 질
서냐 조직방삭이 이듣 국샤얘서 자본수의 받진애 인정 역할을 한 것
역시 사섣이지만 섣저1 보 자본주의작

만전음 주노히 지깨직

1낸단리티

는 그야말로 기슨 자본주의에시 ζ、펙습띤 것> 자세였지 유ι 직인 것
이 전허 야니었다 이
보변 확띤히 드라난다

섞은 농야시아 칭재판뇨닫의

ι육 깨칭음 삼펴

히」「까지 포후!하。} 이등 」「가에시 겸재판#는

유→1ι의 칭시닫 읽었던 사멤닫이 야니라 마냐에 유펙 가 케인스의 이

331 이싱 유사춘，얀고짐틴과 사회빌진，. 이승판 외 저，아시아식 까치，(진흥과
펴니1 ，

1999 , 9,), 151 -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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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서와 새뮤얼슨의 경제학 원론으로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연장선 위에서 발상된 유석춘 선생의 유교
자본주의는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에

대한 사후

미화작업의 성격이 짙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발전 과정을 수사학적

으로 비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유교 자본주의 발상은 단기간의 경제
성장의 성과를 득정 겨1 층의 영원한 공적으로 점취하여 현재적 지매
질서의 공고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실책은 전통으로 염존해야 할
때 보여져야 하는 유교적인 것의 진수와 사회적으로 넓게 산포되어
있는 관습적 에토스로서의 유교적인 것을 전적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 유교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다면， 최영성 선생이 유석춘

선생과 거의 같은 시기에 보고한 유림의 현상황을 반드시 참조해야
할 것이다. 유교 전통에서 침윤되고 역삼투한 것이 자본주의에 친화
적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교적인 것 자체가 자본주의를 주
도하여 하나의 개념으로까지 격상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과학적
인 소양을 전저l 할 때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VII. 유교의 진정한 현대적 변용 가능성의 두 원칙
이렇다면 유교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한 위의 두 시도는 유교적인

것 안에서도 가장 부정적이고 퇴행적인 것에 기댄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런 변용을 자극한 현대적인 것 자체도 그 어떤 진정한 현
대라기보다는 득정 시기 현대에 고착된 경직된 상을 보이고 있다. 유

교적인 것의

현대적

변용이 그야말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두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이전에

실현되었던 유교적인 것의

진면모가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철저하게 재구성되어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교의 변

역사자산g 로서 한국 유쿄 재해석의 잠자력

용애 투입되었던 위의 누
라는 사싣애서

「「쿄관이 곡히

얀면적이고 펴상적인 것이

~ ,_ 니딩성이 엽증된나

]이고 무엇냉나 현 rl1 석인 것
현심에 즉 하。}
뇨여야 후1 다

:J:l

사체에 대한 인식이

이투어심으로싸 유→1ι에

대히

냉나 현대의

현대직 요f의 수순음

섣제로 유ι는 단지 득성 노녁이 Lf 에속작 가지새셰가

야니라 우주에

대칭]- t갱이싱펙작 통죄!에시 분운하는 생명싱의 워꺼음

9l 간 판겨1 에 층지1 직으보 우입하라는 황농직 \1 1 전을 긴저에 낌!-y_ 있다

의익 유엔석응 시양의 깅그r돈에 대하여 다음과 갇은 우주생명돈으

E 서양 띤내의 폐해를 정획하게 찌르고 늘어갔디 바~ 이런 칠학적
폐기가 진정 유교에서 기내할 수 있논 현내생의

란 행매기 아닐까

긴심스런게 추정해 본디

“ i 화 λιg 만도는 시받은 사탐 g 헤치지 꽂할까 근심히고， 갑옷 g 만
도는 시탐은 시맏 g 헤치세 핀까 은섞한다

( ，맹지」 공손” 상펴)

_Î_

래서 맹지도 ‘기숭은 시숭히 사태해야 한디’고 댔다 오든니 서양이 병

기애 강하며

이미 그 예비함음 다하 -l/_노 뚜 예이함용 궁구하여 더 예

비하게 학 ~- \ìJ뉴 데노 더 예이하지 뭇학끼 듀심한다

한 버에 백전

사럼음 죽이 ， 1.노 오꺼 사램음 더 잘 죽이지 뭇학끼 끈심하나， 그닐。l
냉시를 9\ 꺼 이리뎌 사꽉응 즉연 숫자는 겨1 산 잘 a운 만 λ}란응 동
원해두 나 헤아딛 수 없나 천시는 만뭉응 생육시키는 마유응 갖고 있
으며， 우리 인간:ç_ __l와 같꺼 마유응 시녔t+， _l번 까담에 만뭉응 생
워히고시랑히는 것이 우리 인끼의 1'1--;:; 이다 사땀으보서 사맏g 슈이
는 인

g

디 휘쓰고 좋아히니， 91 애히지 꽂함이 어찌 이 까은 지갱어]

이르렀는가 ":H)

34)

+띠維었챙/0; 柳뼈행:~n의 [FJ탱

10)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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