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철학박사 학 논문

박종홍의 대 신유학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 공

고 성 애



박종홍의 대 신유학 연구

지도교수  허 남 진

이 논문을 철학박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 공

고 성 애

고성애의 박사 학 논문을 인 함

2014년  8월

원 장 (인)

부 원장 (인)

원 (인)

원 (인)

원 (인)



-i-

국문 록

1.기존의 연구에서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에 한 보다 체

인 해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철학사 인 맥락에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을 신유학의

맥락에서 반 으로 고찰함으로써 당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공

통된 문제의식의 심화라는 에서 해명하고자 하 다.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박종홍 철학의 문제의식을 동아시아

사상사 반의 맥락에서 효과 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신유학은 국 ,특히 5·4운동 이후 새롭게 해석

된 유학이다.서양철학을 수용하여 기존의 유학사상을 새로운 시

상황에 알맞게 재해석함으로써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고 유

학의 화 내지는 유학의 부흥을 시도하 던 일종의 문화사조이

다.이러한 시도는 1949년 이후 신유가들의 이주와 더불어

만이나 홍콩에서 발 하 고,1980년 기 이후 통문화와

화의 계에 한 모색과 더불어 국 륙에서도 다시 주목

받게 되었으며 지 까지 발 을 거듭하고 있다.

3.박종홍의 철학사상을 신유학으로 볼 수 있는 주요한

사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서양철학을 수용한다.박종홍은 식민지 공간에서 서양철

학,특히 하이데거의 실존사상을 연구하면서 실존사상에 구체 인

실사회에 한 극 인 실천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으로는 식민지 지배라는 민족의 억

울한 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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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학을 그 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통사상으로부터도 단

된 상태에서 박종홍은 서양철학에서 조선의 실에 부합하는 부분

은 수용하고,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비 하고 수정하는 비 수

용의 철학함을 선택하 다.

해방공간(1945.8.15〜1948.8.14)의 혼잡한 정치 실 속에서

박종홍은 순수한 학문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면서 ‘모든 학문의 방

법을 확립하는 기 인 이론’으로서의 논리학을 체계 으로 정리

하고자 시도하 다.그 에서도 특히 변증법에 주목하는데 박종

홍은 헤겔 변증법의 논리를 살펴보면서 정(正)·반(反)·합(合)의 틀

을 강조한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증법의 틀을 극 수용함으로

써 자신의 사상을 확립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박종홍은 美 미네소타 학에서의 1년간(1955.9〜1956.8)의 연

구를 통하여 서양 철학의 최신 연구동향을 직 체험하게 되

었다.그는 실존사상이 인간의 주체 인 내면생활에서 참된 실

을 악하고자 하 다면,과학철학은 외부의 상세계에서 진리를

찾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실존사상을 ‘향내 인 것’으로,

과학철학을 ‘향외 인 것’으로 규정한다.향내 인 실존사상을 正이

라고 하면 향외 인 과학철학은 反이 된다.박종홍은 이러한 실존

사상과 과학철학이 향내 ·향외 으로 ‘갈 곳까지 가본 결과’결국

에는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환에 직면하게 되었

고,그 안을 동양사상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제12차 국제철학

회(1958)를 통하여 확인하고는 合으로서의 동양사상에 심을

돌린다.

둘째,서양철학의 방법으로 통사상을 재해석한다.박종홍의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는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와 한국

유학사상에 한 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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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에서 박종홍은 불교사상의 철학

인 면,더 자세하게는 서양철학 인 면을 살펴 으로써 ‘한국 사람

의 철학 인 사색에 한 소질과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 다.박종

홍은 통 인 불교사상에도 서양의 변증법 사상이 있었고(승랑)

후설의 상학과 같은 것도 있었음(원측)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승랑의 이제합명 도설(二諦合明中道說)은 변증법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고 지 의 회 반조(廻光返照)는 상학의 본질직 보

다 더 뛰어난 것임을 강조한다.나아가 원효의 화쟁(和諍)의 논리

에 한 고찰로부터 화합을 한국불교의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

다고 악하면서 방법론 인 차원에서도 향내 ·향외 인 방향만

을 고집하는 서양철학보다 훌륭하 음을 주장한다.

한국 유학사상에 한 연구에서도 박종홍은 유학의 기본정신

이 국이 아닌 한국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한국의 유학사상

에도 서양의 실존사상이나 과학철학사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이 다름으로 인하여 몰랐을 뿐임을 강조한다. 한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에 도의 인 성실(향내)과 실용후생의 경제

인 것(향외)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면서 한국 유학사상

의 향내와 향외의 종합 인 모습을 내세운다.나아가 인간 심의

향내와 향외의 구분으로부터 한국이라는 국가 심의 향내와 향외

의 구분에 유의하면서 조선 후기 외래사상의 수용으로부터 유학자

들이 통사상(향내)과 서양사상(향외)의 융합을 시도하 음을 강

조한다.

셋째,자신만의 독특한 학문체계를 수립한다.박종홍은 서양사

상과 한국 통사상을 융합함으로써 한국사상을 정립하고자

시도하 다.그는 우선 통사상의 창조 인 정신,즉 ‘향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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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을 통하여 무에 부딪쳐 다시 향외 으로 돌아오는’정신을

실에 부합하도록 승(傳承)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통사상에

한 승은 국가/민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향내 인 것

으로 간주되었고 한국에 수용된 외래사상에 한 섭취를 향외 인

것으로 악하 다.외래사상에 한 섭취에서 가장 요한 것이

바로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다.박종홍에 의하면 성실성을 바탕

으로 한 내면 인 자각(향내)과 동시에 밖에서의 힘찬 실천으로까

지 일 으로 이루어져야만(향외)민족 주체성이 확립되고,민

족 주체성의 확립은 다시 향내 인 것으로 간주되어 향외 인

실천으로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외래사상에 한 올바른 섭취가 이

루어진다.그리고 이러한 통사상에 한 승(향내)과 외래사상

에 한 섭취(향외)의 변증법 통일로써 한국사상을 창조한

다.박종홍은 이러한 한국사상에 한 창조는 다시 ‘신체 인

노작’을 통하여 객 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

가 창조의 실천으로서 주목한 것이 바로 정책이다.박종홍은 새로

운 한국사상의 창조를 한 실천으로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에 참여

하 다.

4.서양철학의 ‘향내와 향외의 종합’이라는 변증법 틀로써

한국 통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동서양철학의 융합을 시도하고

나아가 새로운 한국사상을 정립하고자 하 던 박종홍의 학문

궤 은 국 신유가인 양수명이나 풍우란,하린과 유사하

다.비록 한국사상의 정립에 한 성취는 많지 않지만 새로

운 사상의 창조에 한 논리와 구상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을 감안할 때,박종홍의 철학사상을 신유학의 한국 모델로

볼 수 있다.이 에서 이 논문에서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을 한국

의 신유학으로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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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문제 제기

박종홍(朴鍾鴻,洌巖,1903〜1976)은 한국에서 서양철학 연구 제1세

에 속하는 학자로서,서양철학을 비 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한국

통사상에 한 주체 인 계승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사상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 다.박종홍의 이러한 시도가 실에서 구체 인 실천 즉,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지면서,그는 매우 드물게도 철학자로

서 한국 사에 상당한 향력을 끼친 인물이라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따라서 박종홍의 철학사상에 한 연구는 한국 철학 연구에

있어서 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박종홍 집』1)은 박종홍이 타계한 뒤 조직된 열암기념사업회에

의하여 1980년에 형설출 사에서 간행되었다.하지만 박종홍의 사상은

서양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의 성립· 개에 해 본격 으로 반성하 던

1990년 반 이후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2)때를 같이 하여

『 집』의 증보 이 1998년에 민음사에서 간행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박

종홍의 사상을 각 부분별로 고찰하기 시작하 다. 장태는 최한기의 철

학에 한 박종홍의 견해에,표재명은 키에르 고어에 한 박종홍의 견

해에 주목하 다.3)김재 이나 한 숙은 시기 으로 기사상 부분을,

1)이하 『 집』이라 약칭한다.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박종홍 집』의 증보 을

참고로 하 음을 밝 둔다.

2)박종홍이 타계한 뒤에 출간된 『스승의 길』(1978)이 그의 동료와 후배들에 의한

추억의 을 모은 것이라는 을 감안할 때,박종홍의 사상에 한 학문 인 연

구서는 『 실과 창조』이다.1권이 1998년에 나오고 2권이 2001년,그리고 3권

에 해당하는 『박종홍 철학의 재조명』이 2003년에 출 된 을 감안할 때 그의

사상에 한 본격 인 연구는 1990년 반 이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장태,「혜강의 기학과 경험주의」,『박종홍 철학의 재조명』,열암기념사업회,

천지,2003;표재명,「키에르 고어 연구를 통해 본 열암 선생」,『박종홍 철학

의 재조명』,2003.박종홍 사상의 특정한 측면을 고찰한 연구는 이 외에도 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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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희성과 최유진,조은수는 박종홍의 한국불교사상에 한 연구를,이동

은 박종홍의 한국유학에 한 연구를 집 으로 고찰하 다.4)이러한

연구는 박종홍 사상의 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충실하게 해명하고 있는 데

그 의의가 있지만 더 큰 의의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을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반 인 고찰을 한 디딤돌이 된다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병우는 박종홍 철학이 “ 실로서의 실의 소이연

을 문제 삼는”5)것으로 악하면서 박종홍의 철학사상이 어떻게 개되

어갔는지에 하여 살펴보고 있고 이수정은 실을 박종홍 철학의 핵심

주제로 간주하면서 박종홍 철학의 체 인 윤곽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박종홍 철학의 계승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6)이러한 연구는 일단 박종

홍의 사상에 하여 보다 체 인 조망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두의 「열암과 기독교」(『 실과 창조』1,열암기념사업회,천지,1998),박종

의 「열암 철학과 라톤 철학」(『 실과 창조』1,열암기념사업회,천지,1998),

차인석의 「열암과 실용주의」(『 실과 창조』1,열암기념사업회,천지,1998),

이 식의 「열암의 인식논리학과 스키마」(『 실과 창조』2,열암기념사업회,천

지,2001),표재명의 「키에르 고어 연구를 통해 본 열암 선생」(『박종홍 철학

의 재조명』,열암기념사업회,천지,2003)등이 있다.

4)김재 ,「열암의 기 ‘철학함’의 특징」,『 실과 창조』2,열암기념사업회,천

지,2001;한 숙,「열암의 기 작품에서의 ‘실’」,『 실과 창조』1,열암기

념사업회,천지,1998;길희성,「열암 철학에서의 한국 불교사상 연구」,『 실

과 창조』1,열암기념사업회,천지,1998;최유진,「박종홍의 한국불교 이해」,

『 실과 창조』2,열암기념사업회,천지,2001;조은수,“Creating a Korean

PhilosophicalTradition:PakChong-hongandtheDiscomfitingIndispensability

ofEuropeanThought”,TheReview ofKoreanStudies2,2002;조은수,「한국

철학과 한국 불교―박종홍을 심으로」(동국 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 발표논문,2012.11.30);이동 ,「열암의 실천 유학」,『박종

홍 철학의 재조명』,열암기념사업회,천지,2003.

5)김병우,「열암 철학의 문제와 그 개」,『 실과 창조』1,열암기념사업회,천

지,1998,27쪽.

6)이수정,「열암 철학의 이해와 계승」,『 실과 창조』1,열암기념사업회,천지,

1998.이 밖에 김형효의 「열암 박종홍의 철학 사유와 한국 철학의 창조를 사

색하면서」(『 실과 창조』2,열암기념사업회,천지,2001),김교빈의 「열암의

철학 역정을 통해 본 열암 철학의 구도」(『 실과 창조』2,열암기념사업회,천

지,2001),박종 의 「열암 박종홍 선생의 열망과 그의 철학」(『박종홍 철학의

재조명』,열암기념사업회,천지,2003)등도 박종홍의 사상에 하여 체 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한 연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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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종홍의 사상에 하여 철학 으로 규정하고 비 한 연구

가 아니라는 문제 이 있다.이는 이러한 연구의 목 에서 비롯된 것이

다.앞에서 살펴본 부분의 연구는 박종홍의 업 을 연구하고 기리자는

취지에서 발간된 『 실과 창조』에 실린 것이다.따라서 박종홍의 철학

사상에 한 학문 인 해명보다는 주로 박종홍의 철학사상을 소개하고

알리는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뒤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박종홍의 사

상에 한 비 인 검토가 진행되었다.김석수는 박정희 정권에 한

자신의 부정 인 평가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에 참여한 박종홍의 철학

반을 비 으로 고찰하 고 양재 은 다카하시의 ‘황도유학(皇道儒

學)’이 박종홍에 의하여 계승되었고 박정희 정권을 거쳐 오늘에까지

향을 주고 있다고 악하 다.7)하지만 비 의 이론 ,실증 근거가

약하고 주로 박종홍의 정치참여에 을 맞추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이후의 연구자들은 박종홍의 철

학사상에 한 보다 논리 이고 체계 인 근을 시도하고 있다.8)김항

은 크게 1930년 와 해방 후로 나 어 두 시기에 나타난 박종홍 사상의

일 성 있는 해명을 시도하면서 박종홍의 한국사상을 “실존주의와 과학

철학이라는 아포리아에 착한 서구 철학을 극하는 안이었다”9)

7)김석수,『 실 속의 철학 철학 속의 실』,책세상,2001;양재 ,「박종홍 철

학에 한 비 연구」,『동양철학연구』31집,2002.박종홍 철학에 한 비

인 연구는 비 철학회가 개최한 두 차례의 학술 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각

각 2002년 12월 14일에 열린 ‘박종홍철학 비 ’학술 회와 2004년 5월 1일에 열

린 황도 유교 비 학술 회이다.최근의 연구로는 권인호,「유교의 민본 정치사

상과 국가주의 철학 연구―퇴계의 “격군심”과 박종홍의 “황도유교” 국민교육헌

장 비 」(『남명학연구논총』15집,2010)과 「타카하시 토오루의 황도유학―이

황,고교형,박종홍의 주자성리학과 앙집권·국가주의 비 」(『 동철학』55집,

2011)이 있다.

8)물론 이 에도 박종홍의 철학사상에 한 체계 인 악이 시도되었다.이기상,

「한국사상 속에서 찾아야 하는 ‘우리 철학’의 단 열암 박종홍의 한국철학 정립

모색」,『인문학연구』6집,2001;권용 ,「철학자와 ‘사회 실’―서양 철학

수용사를 심으로」,『사회와 철학』4호,2002;이병수,「열암 박종홍의 철학

사상에 한 연구:천명사상을 심으로」,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4.

9)김항,「탈근 의 철학,반근 의 정치:박종홍의 한국사상과 민족주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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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악한다.이병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박종홍을 동서철학의 회통을

시도한 철학자로 내세우면서 그의 한국사상사 반이 천명(天命)사상을

통하여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박종홍이 통 인 사유체계에 입각하

여 서양철학 개념과 사유방식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10)

이러한 연구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을 반 이고 체계 으로 살펴보

고 있는 장 이 있다.하지만 김항은 박종홍의 서양 철학에 한 연

구와 한국사상에 한 연구를 연 시켜 설명하고 있으나 박종홍의 통

사상에 한 연구와 한국사상에 한 모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

하 다. 이병수의 설명처럼 박종홍이 동서철학의 회통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 인 사유체계에 입각하여 서양철학 개념과 사유방식

을 재해석한 측면보다는 서양철학의 방법을 원용하여 통사상을 재해석

함으로써 동서양철학을 융합하고 한국사상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

던 시도가 더 두드러지는 을 잘 설명하지 못하 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에 한 체 인 해명

을 시도하고 있지만 철학사 인 맥락에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을 당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의 심화라는 에서 해명하고자 한다.필자는 통 인 유학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서양철학 사상을 수용함으로써,기존의 유학사상에

는 없었던 인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가 으로 보태어 유학의

화 내지는 유학의 부흥을 시도하 던 ‘ 신유학’11)의 맥락에서 박종홍

문화연구』52,2010,140쪽;「‘우리-내-존재’라는 철학 회:박종홍과 하이데

거」,『민족문화연구』50호,2009.

10)이병수,「문화 민족주의와 한국철학―고형곤,박종홍,안호상의 철학

문제의식을 심으로」,『통일인문학논총』47집,2009.

11)‘ 신유학’은 자의 의미 그 로 에 새롭게 해석된 유학이다.5·4운동

이후 국과 서양을 회통하고 유학의 화를 추구하 던 신유가의 사상

이다.1970년 후반 이후 해외와 만 학자들은 5·4이래 유가사상을 찬양한 문

화보수주의자를 ‘신유가’라 부르다가 송명신유가와의 구별을 하여 5·4이후의 신

유가를 ‘ 신유가(當代新儒家)’라 불 고 그들의 학설을 ‘ 유학(當代儒學)’이

라 불 다. 신유학의 발 과정에 한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는 정가동의 ‘4세 ’설 즉,양수명·장군매,웅십력을 제1세 로,풍우란·하린· 목

을 제2세 로,모종삼·당군의·서복 을 제3세 로,두유명·유술선·채인후를 제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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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사상을 반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이 게 함으로써 박종홍 철

학의 문제의식을 동아시아 사상사 반의 맥락에서 효과 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박종홍과 동시 에 살았던 양수명

(梁潄溟,1893〜1988),풍우란(馮友蘭,1895〜1990),하린(賀麟,1902〜

1992)등의 국 신유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박종홍의 철학사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이를 통해 박종홍 철학사상의 상을 동아시아

신유학의 구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 하에서 먼 Ⅱ장의 1 에서는 일종의 비 고찰로

서 박종홍의 생애와 사상의 형성을 다룬다.특히 박종홍 사상의 변모와

련하여 시기 구분에 유의할 것이다.다음 2 에서는 박종홍 사상의 형

성배경에 한 구체 고찰로 다카야마 쵸규(高山樗牛,1871〜1902),니시

다 기타로(西田幾多郞,1870〜1945),미키 기요시(三木淸,1897〜1945),다

카하시 도루(高橋亨,1878〜1967)를 심으로 하여 1930년 의 사상 경

향에 하여 살펴보면서 그들이 박종홍 철학사상의 형성에 어떤 향을

주게 되었는지에 하여 구명한다.3 에서는 박종홍 사상의 싹으로 간

주할 수 있는 ‘우리의 실’과 ‘우리의 철학’에 한 논의를 집 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박종홍의 신유학이 형성되는 주요한 계기

라고 할 수 있는 서양 철학에 주목하는 과정에 하여 고찰한다.경

성제국 학에 입학(1929.4)해서부터 한국 통사상으로 심을 돌리게

되었던 1950년 말 사이에 박종홍은 실존철학을 비롯한 서양 철학

에 하여 연구하면서 실존사상과 과학철학 모두 한계에 직면하여 새로

운 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 다.그리고 일부 철학자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동양사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박종홍

의 서양 철학의 새로운 환에 한 인식과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동

양사상으로 심을 돌리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국의

로 악하는 분류방식을 제시한다.정가동 지음,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 사분

과 옮김,『 신유학』, 문서원,1993,18〜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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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가들의 학문 궤 과의 공통 에 주목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박종홍의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를 불교부분과 유

학부분으로 나 어 살펴본다.승랑과 원측,원효와 지 그리고 의천의

사상을 심으로 살펴본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에서 박종홍이 ‘철학

인 면’더 자세하게는 서양철학 인 면만을 집 으로 고찰함으로써

서양철학의 요소들이 한국에도 있었고 나아가 서양철학보다 더 정 하

던 을 보여주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의 이러한 작업이 불교학

측면에서 가지는 의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 유학사상에 한 연구에서 한국 유학사상의 자존심을

찾는 작업을 국과는 다른 한국 유학의 특징,서양에 있었던 것이 한국

유학사상에도 있었던 것들,그리고 서양 철학의 새로운 환에 안

으로 제시되고 있는 근거를 확인하는 세 단계로 나 고 각 단계별로 자

세하게 살펴본다. 한 조선 후기의 외래사상의 수용에 한 고찰을 집

으로 살펴보면서 실학자들의 천주학과 근 과학기술 그리고 서양철

학에 한 이해와 수용으로부터 박종홍이 어떠한 시사 을 얻고자 하

는지에 하여 고찰한다.

Ⅴ장에서는 한국사상에 한 논의를 집 으로 살펴본다.‘한

국사상’의 정의와 구상,정신 실천방안으로 나 어 한국사상의

새로운 창조에 한 박종홍의 논의를 집 으로 고찰하면서 통사상에

한 승과 외래사상에 한 섭취의 변증법 통일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본다.그리고 박종홍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사상의 정신에

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한국사상에 한 논의의 구체 인 실천으로서 국

민교육헌장의 제정을 주목하면서 헌장에 나타나 있는 박종홍의 철학사상

에 하여 고찰하고 박종홍이 헌장의 제정과 선양을 통하여 의도하 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국 신유가

들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박종홍의 철학사상을 동아시아 철학사의 구도에

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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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박종홍 사상의 형성배경

1.박종홍의 생애와 사상의 형성12)

박종홍(朴鍾鴻,1903〜1976)은 20세기 한국의 철학자이자 교육가로

서,자는 사 (士漸)13)이고 호는 열암(洌巖)14)이다.한학자인 아버지 박

서(朴重瑞)와 곡산(谷山)강씨(康氏)의 차남으로 평양(平壤府 倉田里

89번지)에서 출생하 다.본 은 양(密陽)이다.어릴 에 집에서 보

인 한문을 배웠고 서당에서 『사략(史略)』,『통감(通鑑)』 등을 읽음

으로써 유학에 한 기본 인 소양을 갖추었다.상수(上 )보통학교에

다녔고 10세(1912)때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14세(1916)에 평양공립고

등보통학교에 입학하 다.그때까지만 하여도 박종홍은 독서보다는 운동

을 좋아하는15)평범한 학생이었다.

12)이 의 서술내용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집』7권에 수록되어 있는 「연

보」에 따른 것임을 밝 둔다.

13)박종홍은 아주 가끔 박사 (朴士漸)이라는 필명으로 을 발표하 다. 표 인

것이 바로 1935년 1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신춘특별논문으로 총 8회 연재한

「조선의 문화유산과 그 승의 방법」(『 집』1권,366〜382쪽)이라는 이다.

14)‘열암’이라는 호는 박종홍과 이병도(李丙燾,斗溪,1896〜1989),김두헌(金斗憲,

汭東,1903〜1981),김상기(金庠基,東濱,1901〜1977)등이 ‘국립서울 학교설립

안’을 지지하면서 각자의 집을 순회하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의 한 모임에서 만

들어졌다.이병도가 박종홍의 고향이 평양인 을 감안하여 동강의 옛 이름인

열수(洌水)의 ‘열(洌)’을 추천하고 다른 한 사람이 박종홍의 인품이 후하고 풍

모 한 믿음직한 데가 있으니 바 ‘암(巖)’자를 제의함에 좌 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자라고 찬성함으로써 지어진 것이다.이병도,「‘열암’아호

의 유래」,『스승의 길』,천지,1998,56쪽.

15)박종홍은 정구나 축구 등을 막론하고 어떤 운동이나 좋아하 다.운동회 때 장

높이뛰기에서 상을 받았고 스 이 을 2년간 제패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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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성제국 학 입학 이

그러한 박종홍을 변하게 하 던 것은 바로 3·1운동이었다.그때 고

등보통학교 상 반이었던 박종홍은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게 끌려

가 한동안 수감생활을 하 다.“우리가 우리로서 독립하겠다는 것이 왜

잘못인가?”라는 생각에 잠겼고 감방의 친구가 고문을 당하고 끌려 지나

갈 때의 “그 물인지 콧물인지 얼굴 면에 번질번질 매닥질이 되어 정

신을 못 차리고 뚝거리는 모양”을 목격하고는 치가 떨리는 울분을 느

다.16)이를 계기로 하여 박종홍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고 ‘우리의 민족’17)이 실하게 알고 싶어졌다.

결국 박종홍은 “일본 놈 만드느라고 시키는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

문”18)이라고 하면서 학교공부를 제쳐놓고,물리학을 공부하여 새로운 발

명을 하고 싶었던 꿈도 버린 채 역사에 한 과외독서에 열 하게 되

었다.알 수 없어도 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남선(崔南善,六 ,1890

〜1957)이 간행한 『해동역사(海東繹史)』,『삼국사기(三國史記)』,『시

문독본(時文讀本)』 등을 구할 수 있는 로 탐독하 다.특히 최남선이

번역한 스마일즈(SamuelSmiles,1812〜1904)의 『자조론(自助論)』에

있는 역자의 해설 겸 소감 같은 것은 그의 어린 마음을 감분시키기에 충

분하 다.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 다는 슨(Woodrow Wilson,1856〜1924)

의 기를 비롯하여 나폴 옹(NapoleonBonaparte,1769〜1821),비스마

르크(OttoEduardLeopoldvonBismarck,1815〜1898),니체(Friedrich

16)『 집』6권,「나와 우리」,319쪽.

17)‘민족’이라는 단어는 1910년을 후하여 도일(渡日)유학생들의 에 등장하는데

주로 친족에 응하는 말로 쓰 다.조선인들의 강한 친족 념을 확 하여 민족

념을 만듦으로써 한제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 던 것이다.이어서 ‘민족’의

구성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두 개국시조인 단군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박찬승,『민족·민족주의』,소화,2010,78〜84쪽 참조.)이는 단군에 한

신앙으로부터 확고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려는 의도에

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집』6권,「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261〜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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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tzsche,1844〜1900)등의 기를 읽었는가 하면 소설과 시집들도 읽

었고 성경과 『동경 』을 비롯한 천도교에 한 서 들도 섭렵하

다.특히 이돈화(李敦化,夜雷,1884〜1950?)19)의 술은 거의 빼놓지 않

고 읽었는데 이러한 천도교에 한 심은 나 에 이루어지는 한국사상

에 한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박종홍은 이러한 과외독서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 하여 알고자 하

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한 정열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

님을 깨닫게 되었다.깊이 알려고 하면 할수록 공부에는 단계가 있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이 게 ‘민족’이라는 화두를

지닌 채 박종홍은 차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해서는 다른 민족과 구

별되는,우리 민족의 체를 일 하는 특색이 무엇인지 밝 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던 해인 1920년 3월에 박종홍은 평양고등보통학

교를 졸업하 다.졸업을 앞두고 진학을 고민하던 에 박종홍이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집안 어른들에게 얘기하자 종형(從兄)이 철학이란 무엇

을 연구하는 학문이냐고 물었다.박종홍이 우물쭈물하다가 부귀공명

의 어느 것을 목 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고 하자 종형이 노발 발하면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사람을 몰라서

그러냐고 언성을 높 다는 일화가 있다.

박종홍의 철학에 한 심은 바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는 이 시

에서부터 생겨나게 되었다.박종홍은 학에 가서 철학공부를 하고 싶

은 마음이 간 하 지만 그때 당시만 하여도 한국에는 학이 없었기에

반드시 외국으로 나가야만 가능한 일이었다.그때 박종홍의 형편을 살펴

보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다고 유학까지 허락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 혼자서 마음이 내키는 로 독서는 할 수

19)허수에 의하면,이돈화는 1950년 12월 순에 평안남도 양덕온천 근처의 천도교

수도원에 머물러 있었고 그 뒤 얼마 후 미국비행기의 폭격에 희생되었다고 김일

성이 회고했다고 한다.(허수,『이돈화 연구』,역사비평사,2011,254쪽.)따라서

1950년 12월 말 경에 타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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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도 다.

결국 박종홍은 졸업 후 당시 고등보통학교에 설치된 1년 과정의 사

범과에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1921년 3월에 수료함으로써 1종 훈도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바로 같은 해 4월에 남 보성(寶城)보통학교의 훈도로

가게 되었다.이듬해 4월에는 구 수창(壽昌)보통학교로 자리를 옮겼

고 그해 여름방학에 석굴암의 불상을 미학 으로 연구하기 하여 근처

의 암자에 묵기도 하 다.20)이는 조선의 미술사 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종홍은 이 게 사정이 허용하는 한 고 을 답사하는가 하면21)다

른 사람들22)이 쓴 미학이나 미술사도 닥치는 로 읽었다.그가 철학과

련된 서 으로 제일 먼 읽은 책이 바로 다카야마 쵸규(高山樗牛,

1871〜1902)의 『미학 미술사(美學及美術史)』 다.박종홍은 다카야

마의 이 미학 문제를 논의한 학술 인 서 을 문자 그 로 탐독하 고

특히 미술사 부분은 하나도 빼지 않고 독 하 다.이 게 그는 조선의

미술사를 쓰기 한 모든 비과정을 마친다.

그리고 『개벽』이라는 잡지에 「조선미술사미정고(朝鮮美術史未定

稿)」라는 제목으로 1922년 4월호에서부터 12회에 걸쳐 만 1년 동안 연

재를 하게 된다.23)하지만 박종홍은 미술사를 쓰면서 이 작업이 얼마나

20)이는 이흥우의 「한국미술사와 열암 선생」(『스승의 길』,천지,1998년,93쪽)

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이흥우에 의하면 박종홍은 독일인 T.리 스의 조각에

한 책을 가지고 불국사에 가서 한 해 여름을 나면서 연구하 다.

21)나라의 법륭사에도 두 차례 다녀왔고 서울이나 경주의 박물 에는 자주 드나들

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집』6권,「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266

쪽.

22)그 에서 에트바르트 하르트만의 미학사상에 가장 흥미를 느 고 그의 무의식

의 철학에 심취하 다고 나와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하르트만 카를 로베르트 에

두아르트 폰(Hartmann,KarlRobertEduardVon,1842〜1906)으로 추정된다.그

의 『무의식의 철학(PhilosophieDesUnbewußten)』은 메이지시기에 미학 분야

에 커다란 향력을 끼쳤다.

23)박종홍의 조선미술사 연구가 『개벽』에 실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일제의 문

화통치 실행과 련이 있다.일제는 3·1운동 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환하

고 문화통치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로 민간 신문과 잡지의 발간을 허용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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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단순한 연 기 설명이 아니라 미학 인

견지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고자 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양의

미학지식만으로는 도 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결국

조석으로 바 는 석굴암의 선 계의 오묘함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에 용기를 잃고 조선미술사 서술을 단하게 된다.24)

박종홍은 다시 기 인 학문에 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심리

학과 논리학 연구에 힘쓴다.철학개론이나 철학사에 한 책을 닥치는

로 읽었고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하 던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

郞,1870〜1945)의 책도 나오는 족족 거의 다 탐독하 다.그러면서도 끝

내 미학에 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박종홍은 도쿄제국 학과 교

토제국 학의 미학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찾아

가기도 하 다.25)

박종홍의 미학에 한 심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갈수록 더욱

깊어졌고 보다 근본 인 문제에 한 사고로 발 하게 되었다.그는 의

식의 통일작용에서 가장 근본 이고 가장 표 인 것에 하여 고찰하

게 되는데 그 결과 심미 (審美的)감정이 우 를 차지해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하 다.그리고 이에 하여 자세한 해석과 설명을 진행한 것이

바로 「심리학 으로 본 심미 감정의 우 」(1925.11.23)26)라는 이

다.

24)이흥우의 의 에 의하면,박종홍은 끝내 석굴암 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었다.결국 자료 수집과 구상은 조선 시 까지 이르러 있었지만 「신라시 의 조

각」(『개벽』통권 35호,연재 12회)으로 집필을 그치게 되었던 것이다.조용일의

회억에 근거하면 박종홍은 만약에 당시의 미술사 작업이 뜻 로 잘 진행되었더

라면 국립 박물 장으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 다.조용일,「‘道非身外’를 회

상하면서」,『스승의 길』,천지,1998,485쪽.

25)그 에서 도쿄제국 학의 일본 미술사 교수인 다키 세의의치(滝精一)가 박종홍

의 생각이 불교의 화엄경의 사상과 매우 가까우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화엄경을

꼭 읽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결국 박종홍은 수년 뒤에 화엄경의 일본어 번역

이 나오자 한문과 조하면서 3〜4개월쯤 걸려 독 하 다.『 집』6권,「독서

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270쪽.

26)이 은 “사계의 권 자들에게 찬을 받았다”고 한다.최재호,「사랑에 묻어

쓰는 회상록」,『스승의 길』,천지,1998,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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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에 한 이 을 탈고하던 해에 박종홍은 일본 문부성에서 시

행하는 등교원자격검정시험27)의 교육과에 응시하여 서울에서의 비

시험과 도쿄에서의 본 시험에 모두 합격하 다.특히 본 시험은 필기시

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었고,“그 당시에는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어려운”28)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박종홍은 경성사범학교에서의 6개

월간의 교원강습 교육을 거쳐 구공립고등보통학교( 경북고의 신)

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한편 박종홍이 구에 있으면서 안동의 도산서원을 동료 김 훈과

동행하 다는 기록29)이 있는데 이황의 학문에 한 그의 존경과 심은

아마 이때부터 생기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운지라

한문 실력이 뛰어났던 박종홍은 일 부터 유학의 고 에 한 철학 해

석에 깊은 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이황의 문집을 독 하고 발췌하여

체계화시킨 것이 1928년 3월에 『경북의 교육』제6호에 발표한 「퇴계의

교육사상」이라는 이다.

이상의 세 편의 들로 미루어볼 때,이 시기 박종홍의 학문 화두

는 ‘민족의 독립’이었다.민족의 독립을 하여 민족의 체를 일 하는

특성을 밝히고자 조선 미술사를 연구하 고 미술에서 한걸음 더 깊이 들

어가 미학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유학의 고 에 한 철학

해석에 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황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으

로 보아 박종홍이 처음부터 통 인 유학사상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나.경성제국 학 시

27)소 ‘문검(文檢)’이라 부르는 이 시험은 비시험과 본 시험으로 나 어져 있는

데 모두 일본의 학교수들이 출제하게 되어 있었다.이 시험을 함께 비하 던

김두헌은 열병으로 본 시험에 참석하지 못하 고 박종홍만 당당히 합격하여 명

성을 떨쳤다.김 훈,「고 박종홍 형에 한 나의 추억」,『스승의 길』,천지,

1998,30쪽.

28)고형곤,「박종홍 형과 나」,『스승의 길』,천지,1998,18쪽.

29)김 훈,「고 박종홍 형에 한 나의 추억」,『스승의 길』,천지,199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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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홍은 경성제국 학(1924년에 과,1926년에 본과)이 설립되자

문학교 입학자격 검정시험30)에 합격함으로써 선과생(選科生)입학시험

의 수험자격을 얻었고31)입학시험을 거쳐 1929년 4월에 선과생32)으로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하 다.33)결국 그는 자신의 소원

로 “철학개론부터 다시 배우는 학생”34)이 되었고 철학·철학사 공

을 선택하여 본격 으로 철학 즉 서양철학에 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학 부35)를 보면 박종홍은 철학과의 여러 공36)의 수업을 골고루

들었음을 알 수 있다.철학·철학사 공의 철학개론(哲學槪論),철학연습

30) 문학교 입학자격 검정시험은 학교 교과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 치

러야 하고 한 1차에 과목을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었다.李熙昇,「열암 형과 나」,『스승의 길』,41〜42쪽 참조.

31)법문학부 규정(昭和3년 7월 개정 을 참조)에 근거하면 선과생 입학시험의 수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한테 부여되었다.1) 학교,고등여학교, 는 문부

신,조선총독이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2) 문학교 입학검정시

험 합격자;3)입학 후 공할 과목에 해 사범학교, 학교,고등여학교의 교원

면허를 가진 자.정근식·정진성·박명규·정 ·조정우·김미정,『식민권력과 근

지식:경성제국 학 연구』,서울 학교출 문화원,2011,543쪽 참조.

32)경성제국 학 통칙(昭和3년 7월 개정 을 참조)28조에 따르면 “학부의 학과에

는 1과목 혹은 몇 과목을 택해 수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학생의 수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선과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그리고 통칙 31조에 근거

하면 선과생으로서 입학을 허가받기 해서는 “19세 이상의 자로 선택하는 과목

의 학수(學修)에 족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 는데 그 학력은 학부에서 시행

하는 시험(즉 입학시험)을 보아 인정한다. 와 같은 곳.선과생은 재학생과 마찬

가지로 수학한 과목에 하여 시험을 치르고 합격 증서를 받았으며 수업연한과

취득학 단 수 한 조 도 다름이 없었다.단지 고등학교 는 학 과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학사자격증을 주지 않았다.하지만 고등학교 는

학 과 졸업수 의 학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본과생과 같은 정규 학사자격

을 취득할 수 있었다.

33)『경성제국 학학보』(이하 『학보』라 약칭함)26호와 『경성제국 학일람』(이

하 『일람』이라 약칭함)쇼와 4년 165쪽에서 일본인 習田達(京都)와 함께 선과

생으로 입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학보』와 『일람』은 경성제국 학에

한 가장 기본 인 1차 자료로서 경성제국 학이 직 작성하고 편집한 것이다.

34)『 집』6권,「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272쪽.
35)학 부는 학규정 12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재 서울 학교 본부 학 과에

소장되어 있다.

36)당시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철학과는 교육학,윤리학,심리학,철학·철학사,지

나철학,사회학,종교학·종교사,미학·미술사의 8개 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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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學演習)이나 서양철학사개설(西洋哲學史槪說),부제목이 달려 있는 철

학특수강의(哲學特殊講義)수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개론과 심

리학실험연습,사회학개론,종교학개론,교육학연습과 교육행정,지나철학

사개설과 지나윤리학개론 등 타 공의 수업을 들었고 외국어로 어나

독일어,희랍어도 배웠다.37)

그리고 정규 인 수업 이외에 박종홍은 미술사에 한 강의도 들었

다.쓰다 만 조선미술사에 한 미련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한 부분이다.당시 우에노 나오테루(上野直昭,1880〜1975)교수는 서양

미술사 수업에서 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으로 만 1년 동

안 강의를 하 는데 박종홍은 미술사를 공하고 있던 평양고등보통학교

의 후배 고유섭(高裕燮,又玄,1905〜1944)과 함께 들었다고 한다.38)학

부에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미루어 보면 청강이었던 것 같다.

학 부상의 성 을 보면 우(優),양(良),가(可),불가(不可)의 네 등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박종홍은 우가 12개,양이 10개,가가 2개,불가

는 0개를 받았다.졸업동기인 박치우(朴致祐,1909〜1949)39)의 성 이 우

가 17개,양이 8개,가가 2개,불가는 0개 고40)김태 (金台俊,1905〜

1949)41)의 성 이 우가 4개,양이 13개,가가 4개,불가는 0개 던42)

37)학 부를 보면 수업명칭 에 작은 씨로 부제목이나 담당교수의 이름이

있다.철학연습이나 서양철학사개설 수업은 여러 교수가 진행한 것으로 “宮本”이

나 “安倍”라고 표기하여 구별한 것 같다.

38)이흥우,「한국미술사와 열암 선생」,『스승의 길』,열암기념사업회 엮음,천

지,93〜94쪽.

39)박치우는 1928년 3월에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 고 4월에 경성제국 학

과 5회로 입학하 다.1930년에는 법문학부 철학과에 진학하 고 철학·철학사

공을 선택하 으며 1933년에 박종홍과 함께 법문학부 제5회로 졸업하 다.박종

홍과 같은 미야모토 교수의 지도를 받아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존재론에 하

여」라는 제목으로 졸업논문을 썼다. 상복의 『불화 그리고 불온한 시 의 철

학』(길,2012)에 부록으로 실린 박치우의 연보 주요사건 일지를 참조(833〜

839쪽).

40)윤 석,「아카데미즘과 실 사이의 긴장─박치우의 삶과 사상」,『우리말 』

36집,2006,374쪽.

41)김태 은 1926년에 이리농림학교를 제2회로 졸업하 고 경성제국 학 과 3회

로 입학하 다.1928년에 법문학부 지나어학 지나문학과에 진학하 고 1931년

에 법문학부 제3회로 졸업하 다.졸업논문은 「성명잡극연구(盛明雜劇硏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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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박종홍의 성 은 괜찮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3)

『일람』昭和7년 227쪽에 근거하면 박종홍은 1932년 3월에 선과를

수료하고 본과생으로 편입 등록하 다. 한 과수료학력검정시험에 합

격하고 미야모토 와키치(宮本和吉,1883~1972)44)교수의 지도로 「ハイ

デッガーに於けるSorgeについて(하이데거에 있어서의 Sorge에 하

여)」라는 제목의 졸업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이듬해 3월에 고형곤(高亨坤,

聽松,1906〜2004, 북),이갑섭(李甲燮,함남),박치우(함북)와 함께 법

문학부 제5회로 철학과 철학·철학사 공을 졸업하 다.45)

박종홍은 학부를 졸업하고 그해 4월에 바로 학원에 진학하 다.

『일람』昭和8년(1933)199쪽이나 『일람』昭和9년(1934)201쪽에 있는

학원생 명단에서 모두 박종홍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학

보』 91호에 근거하면 박종홍은 실제로 1934년 9월 25일자로 오늘날

학원의 수료에 해당하는 학원 퇴학허가를 받는다.그리고 『학보』

109호에 의하면 박종홍은 1936년 3월 31일에 조수(助手)로 임용되었고

해임에 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46)

다.김용직,『김태 평 ─지성과 역사 상황』,일지사,2007,603〜605쪽.

42)김용직의 와 같은 책,55쪽.

43)여기서 비교 상인 박치우와 김태 의 성 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편의 로 임의

로 찾아본 것으로 박종홍의 수 을 어느 정도로 가늠해보기 함임을 밝 둔다.

따라서 이에 한 확장된 해석은 삼가주길 바란다.

44)미야모토는 1908년에 동경제국 학 철학과를 졸업하 고 1923년에 문부성 재외

연구원으로 독일, 국 등에 체재하 다.1912년에 빈델반트의 『헤겔리아니즘의

부흥』을 번역하 고 1925년에 귀국하여 『암 철학사 』을 공동 편찬하 으며

1927년 4월에 경성제 교수로 임명되었고 철학·철학사 제2강좌를 맡았다.주로

철학개론,서양철학사,인식론,독일 념론 등을 강의하 다.경성제국 학 법문학

과 철학과의 특성과 교수진에 한 연구로는 김재 의 「한국에서 근 학문

으로서 철학의 형성과 그 특징―경성제국 학 철학과를 심으로」(『시 와 철

학』18호 제3권,2007)가 있다.

45)『학보』73호와 『일람』昭和 8년 229쪽에 근거하면 1933년 3월 25일에 강당

에서 경성제국 학 제5회 졸업식이 진행되었다.법문학부 철학과에서는 철학·철

학사 공 외에 교육학 공의 홍정식(평남),中山 岩光(福岡),윤리학 공의 篠

原 茂雄(山口),심리학 공의 이진숙(경기)등 모두 8명이 졸업하 다.철학·철학

사 공에서 박종홍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경성제국 학 과 5회 입학생들이

다.

46)『 집』 7권 301쪽에 있는 연보에 의하면 1934년 5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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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박종홍의 학문 심은 여 히 이황에 있었다.하지만 그

는 경성제국 학이라는 특수한 학문 환경에서 일본인 교수의 지도로는

이황에 한 제 로 된 연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단을 내렸고 결국 차

선의 선택으로 하이데거 철학에 하여 연구하게 되었다.47)그는 후하

여 세 편의 연구논문을 썼는데 졸업논문인 「ハイデッガーに於ける

Sorgeについて(하이데거에 있어서 Sorge에 하여)」(1933),그리고 미

발표논문으로 남아 있는 「ハイデッガーに於ける內面的可能性について

(하이데거에 있어서 월의 내면 가능성에 하여)」 외에 『이상(理

想)』지에 발표하 던 「ハイデッガーに於ける地平の問題(하이데거에 있

어서의 지평의 문제)」(1935)가 있다.

하이데거 철학에 한 연구로부터 박종홍은 실 사회에 한 구체

인 건설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 을 찾아내게 되었고,하이데거가 횔더

린48)의 시에 깊숙이 빠지면서 ‘회(轉回,Kehre)’를 거쳐 후기 철학에

이르자(1935)49)결국 하이데거 철학에 한 그의 열의는 식어가다가 그

만두기에 이른다.50)그리고 하이데거 철학에 한 비 과 반성을 거듭하

로 있었다.하지만 『일람』에서도 昭和 11년(1936)에 작성된 것에서만 직원명부

의 조수 부분에서 박종홍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일람』에는 구직원명부

도 포함되는데 아쉽게도 조수에 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들을

고려할 때 박종홍은 1936년에만 공식 인 조수로 있었던 것 같다.

47)제자 조용일과의 화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언젠가 한번은

‘선생님은 경성제국 학 시 에 하이데거의 철학을 공하셨다고 들었는데,꼭 그

럴만한 이유라도 계셨는지요?’라고 여쭈어 보았더니,‘사실은 퇴계철학을 연구하

고 싶었는데,일본 교수들이 퇴계가 어떻고 율곡이 어떻고 하는 양을 보아 제

로 연구다운 연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우선 하이데거 철학을 택하 을 뿐일세.’

라고 하신 다음,……”조용일,「‘道非身外’를 회상하면서」,『스승의 길』,천

지,1998,485쪽.

48)횔더린(JohannChristianFriedrichHölderlin,1770〜1843),신학에서 철학을 거

쳐 시로 넘어갔지만 생 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 다.사후 빈델반트(W.

Windelband)가 그의 운명을 독일 운명으로 비유하 고 딜타이(W.Dilthey)가

『체험과 시』라는 술에서 크게 언 함으로써 철학 측면에서 주목받게 되었

다.이어서 하이데거가 자기 철학의 근원을 횔더린으로부터 찾고,그를 “시인

의 시인”이라 격찬함으로써 거의 100년 만에 많은 시들이 다시 발굴되었다.M.

하이데거 ,소 희 역,『시와 철학』(박 사,1975)의 해설부분 「횔더린 紹

介」 참조.

49) 와 같은 책의 해설부분 「하이데거의 횔더린과 릴 論」,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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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박종홍은 철학하는 것에 하여 고민하기 시작하 다.이러한 고민

의 흔 은 「철학하는 것의 출발 에 한 일의문」(1933)과 「철학하는

것의 실천 지반」(1934)이라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이화여자 문학교 시

박종홍은 1935년 9월 1일부터 이화여자 문학교( 이화여자 학교

의 신)에 강사로 출강하여51)철학,윤리학,논리학,심리학 등의 과목

을 담당하 다.구체 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강의하 는지에

한 자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해명은 불가능

하다.그러다가 교수로 발령되었고 1940년 1월부터 1941년까지는 문과

과장을 맡기도 하 다.52)

50)이재훈은 “그게 무슨 철학이야.나 하이데거 안 한다.”고 분연히 내뱉던 박종홍

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이재훈,「晩學·晩婚·晩成의 大器」,『스승의 길』,열

암기념사업회 엮음,천지,1998,38쪽.)하지만 하이데거 철학에 한 박종홍의

심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는데 1년간(1955.9〜1956.8)의 외유 에 일부러 독일에

들려서 하이데거를 직 만나는가 하면 귀국해서는 『하이데거 연구』라는 책의

간행도 계획하 다.해방 후의 하이데거에 한 연구물로는 하이데거를 방문하고

느낀 을 은 에세이 「하이데거 교수를 찾아서」(1957.10)가 있고 「로고스와

창조―하이데거의 경우」(1958.6)가 있으며 하이데거 연구의 총결산의 의미를 가

지고 있는 「하이데거의 경력과 사람됨」이 있다.

51)윤 석에 의하면 경성제 연구실은 30년 후반에 가서야 생기게 되는 학원

을 신한 것이며 유 (有給)이다.(「아카데미즘과 실 사이의 긴장─박치우의

삶과 사상」,『우리말 』36집,375쪽.)그런데 이미 학원을 수료한 박종홍은

다시 조수로 임용되었다. 한 이미 이화여자 문학교에 강사로 출강하면서

조수를 겸임한 것인데 경제 인 이유가 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박종홍은 이미 결혼하 고(1934.3.29)첫 아이까지 태어난(1935.9.7)

뒤 기에 경제 인 부담이 컸을 것이다.

52)필자가 보기에 이 부분에 한 연보의 기록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듯하다.연

보에 따르면 박종홍은 1937년 10월 1일에 교수로 발령되었고 1939년 1월부터

1942년 5월까지는 문과 과장을 겸임하 다.하지만 『이화100년사자료집』(이화

100년사 편찬 원회 편,이화여자 학교 출 부,1994,145쪽)에 근거하면 박종홍

의 담당과목은 수신,윤리 고 직연 는 1935년 10월부터 1941년까지이다.해

방 의 인물일 경우,직 를 모두 ‘교원’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교수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다만 99쪽에 1940년 1월부터 1941년까지 문과과장을

맡은 기록은 남아 있다.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화100년사자료집』의 기록을 따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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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때 당시 박종홍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의 회상에 따르면,

박종홍은 “검정 세비로에 짙은 밤갈색 모를 깊숙이 쓰시고 검정색

책보를 구리에 낀”53)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언제나 과묵하시

고 겸손하시며 원만하시고 인자하시며 언행이 일치”54)한 사람이었으며

“은연 에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분 기와 감화력을 가

진”55)스승으로 기억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1944년 1월에 일제의 문학교 폐교조치로 박종홍은 이화여 의 교

수직에서 퇴직하 고 경제 인 이유로 조선 총독부 학무국 탁직을 수

행하면서 틈틈이 이원구(李元龜,一叟,1858〜1928)의 『심성록(心性

)』,이황(李滉, 溪,1501〜1570)의 『경서석의(經書釋義)』,정혜(定

慧,1685~1741)의 『 요사기화족(節要私記畵足)』,이덕홍(李德弘,艮齋,

1541〜1596)의 『주역질의(周易質疑)』, 국 唐나라 유학자 이고(李翶,

772〜841)의 『복성서(復性書)』 등을 친필로 필사하여 보 하 다.56)

이 시기 박종홍은 철학하는 것에 한 고민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

아가 ‘우리의 철학’에 하여 연구하게 된다.「<우리>와 우리 철학건설

의 길」(1935),「우리의 실과 철학」(1935)과 같은 에서 볼 수 있듯

이 구체 인 ‘우리의 실’속에서 살아 숨 쉬는 ‘우리’를 주목하게 되었

고 ‘우리의 실’에 부합하는 ‘우리의 철학’을 건설하고자 시도하 다.그

리고 통 인 문화유산에 한 승을 고려하는 모습(「조선의 문화유

산과 그 승의 방법」,1935)도 약간씩 보여주고 있고 사단칠정논쟁에

한 인 「사·칠론의 철학 개에 한 각서」(1940)를 발표하

음을 감안할 때,이 시기는 한국사상에 한 본격 인 모색을

53)배만실,「두 번 빌려 주신 검은 신사복」,『스승의 길』,열암기념사업회 엮음,

천지,145쪽.

54)정충량,「수 은 미소의 윤리 선생」,『스승의 길』,열암기념사업회 엮음,천

지,123쪽.

55)이 순,「도서 분야에 첫발을 디딘 機緣」,『스승의 길』,열암기념사업회

엮음,천지,125쪽.

56)이러한 박종홍의 필사본 자료는 1983년 12월 삼일당(三一 )에서 열암기념사업

회에 의하여 한정 으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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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해방으로부터 1958년까지57)

8.15해방을 맞아 박종홍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 인

경인 “ 앙청 앞 창공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를 처음으로 우러러 보던

그 순간”58)을 경험하게 되었다.해방과 함께 일본인 교수들과 학생들의

귀국으로 일시 기능이 마비된 경성제국 학은 미군정에 의하여 1945년 9

월 19일에 행정사무가 수되는 한편 교명도 경성 학(京城大學)으로 개

칭되었다.박종홍은 12월에 경성 학 법문학부 철학과의 교수로 임명되

었다.

미 군정청 문교부의 ‘국립서울 학교설립안’59)의 발표와 함께 1946

57)김재 은 박종홍의 생애를,제1기는 성장과 수학의 시기로 1903년에서 1929년

경성제국 학 입학 까지;제2기는 1929년부터 일제 말까지의 본격 으로 철학

을 연구하는 시기로;제3기는 1945년 이후 1968년 국민교육헌장 기 원이 되고

서울 를 정년 퇴임할 때까지의 계몽 철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 던 시기로;

제4기는 1968년 이후로부터 타계하기까지의 실에 참여하 던 시기로 나 다.

(김재 ,『한국 사회철학의 수용과 개』,동녘,2002,224쪽 참조.)김교빈은 박

종홍의 철학 구도에서 한국철학이 본격 인 심 주제로 부각되는 「한국 사상

연구에 한 서론 구상」이 쓰인 1958년부터 만년까지를 ‘한국철학 수립기’로

본다.(김교빈,「열암의 철학 역정을 통해 본 열암 철학의 구도」,『 실과 창

조』2,80쪽 참조.)1958년에 「한국 사상 연구에 한 서론 구상」을 발표하고

1958년 9월에 열렸던 제12차 국제철학 회에 참석하면서 박종홍의 철학 심

은 서양철학에서 동양사상(한국사상)으로 옮겨가게 되었고,1959년 4월부터 학계

최 로 「한국철학사」 강의를 시작함으로써 박종홍은 본격 으로 한국사상 연

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58년을 기 으로 하여 서양철학

을 연구하 던 시기와 한국사상에 몰두하 던 시기로 나 었다.

58)『 집』6권,「나와 우리」,326쪽.박종홍은 일생의 경험 에서 가장 감격 이

었던 경으로 8.15해방과 4.19 명을 들고 있다.

59)‘국립서울 학교설립안’은 경성 학과 9개 립 문학교 사립 경성치과의학

문학교를 일 통합하여 종합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설립안에 따르면,통

기 으로 하나의 이사회를 두고 그 아래에 총장과 부총장을 한 사람씩 두어 학교

를 통 하도록 하 다.그리고 문리과 학,사범 학,법과 학,상과 학,공과

학, 술 학,의과 학,치과 학,농림과 학 등 9개 단과 학을 두고 그 에

학원을 두도록 하 다.『서울 학교60년사』,서울 학교60년사 편찬 원회

편,서울 학교,200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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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에 국립 서울 학교가 설립되었고,10월 22일에 박종홍은 문리과

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당시 새로 설치된 독어독문학과 과주임을 겸임

하기도 하 다.그는 「인식논리학」,「서양고 철학사」,「순수이성비

연습」 등의 서양철학에 한 강의와 『일반논리학』(1948),『인식논

리학』(1953),『철학개설』(1954)등의 활발한 술활동을60)병행하

다.

일제 시 와 달리 박종홍은 “잡지나 신문 지상에 시론 인 을 거

의 투고하지 않고 강의와 연구에만 매진”61)하 는데 이는 해방공간

(1945.8.15〜1948.8.14)에서의 한국 철학계의 동향과 한 연 이 있다.

“일부 철학자들은 해방 국면에서 정치 입장을 분명히 가지면서 활동한

반면 많은 철학자는 도 입장에서 치를 보거나 방황하면서 순수 학

문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62)박종홍은 순수한 학문 연구와 강의에 몰

두함으로써 실의 격한 정치 변화와는 거리를 두었다.

6.25 쟁 당시에 박종홍은 피난을 가지 못한 채 서울에 남아 은거

60)박종홍이 한국사상에 한 본격 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1959년까지 서울 학

교에서의 강의와 술활동을 시간의 순서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강

의명은 「」, 술명은 『』로 표시)

1946.9 「 철학의 과제」,「서양고 철학사」(2년간 속강)

1947.9 「주역특강」,「순수이성비 연습」(수년간 속강)

1948.8 『일반논리학』

.9 「인식논리학」,「칸트연습」

1949.9 「 철학」(야스퍼스의 『이성과 실존』을 심으로)

1952.9 「철학개론」,「역사철학」

1953.5 『인식논리학』

.9 「변증법논리연구」(수년간 속강),「기호논리학」

.12 『철학개론강의』

1954.9 『철학개설』

1956.5 『지성의 방향』

.9 「논리학특강」,「 인식론」,「변증법」

1957.9 「퇴계의 교육사상」

1958.6.30~12.30 「논리학입문 1〜4」

1959.4 「한국철학사」(4년간 속강),「인식논리학」

.12 『철학 모색』

61)이병수,『열암 박종홍의 철학사상―천명사상을 심으로』,한국학술정보,2005,

122쪽.

62)김재 ,『한국 사회철학의 수용과 개』,동녘,200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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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 고 1.4후퇴 때 인천을 거쳐 부산으로 피난하 다.1951년 5월

부터 1952년 5월까지 서울 학교 문리 문학부장을 겸임하다가 1953년

여름에 서울 학교가 서울로 돌아옴(還都)에 따라 박종홍도 다시 서울로

복귀하 다.그러다가 1955년 9월부터 1956년 8월까지 1년간 미네소타

학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박종홍은 토인비의 강연에

참석하 는가 하면63)캘리포니아 학의 철학과장인 카 라의 「칸트연

습」 강의를 들었고 유럽 여행 칼 뢰비트,하이데거,야스퍼스를 차례

로 방문하 으며 귀국 길에 로마,아테네,카이로 등지를 순방하 다.

박종홍은 이 과정에서 서양 철학의 최신 연구동향,그 에서도

특히 과학철학의 연구동향을 직 체험하게 되었다.그는 실존사상이 인

간의 내면으로 고들면서 인간의 주체 인 내면생활에서 참된 실을

악하고자 하 다면,과학철학은 외부의 상세계에서 진리를 찾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실존사상을 ‘향내 인 것’으로,과학철학을

‘향외 인 것’으로 규정한다.그리고 이러한 실존사상과 과학철학이 향내

·향외 으로 ‘갈 곳까지 가 본 결과’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하 고 새롭

게 방향을 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

다.

한,박종홍은 서양 철학이 새로운 환을 시도하면서 그 한계

를 해결할 안을 동양사상에서 찾고 있음을 주목한다.서양 철학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동양철학사도 요시하여야 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

던 1958년 9월 베니스에서의 제12차 국제철학 회64)는,박종홍에게 있어

63)토인비의 문명의 흥망과 성쇠를 분석한 『역사의 연구』(1934~1961)에는 유명한

‘도 과 응 ’의 논리가 잘 드러나 있다.토인비는 이 논리에 음양이론을 응시

켜 설명하 는데 박종홍은 헤겔의 정반합의 변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양이

론 즉 동양사상에 주목하고 있는 을 강조한다.박종홍은 토인비의 강연에 참석

하여 “도 과 응 문제와 음양 계”에 하여 질문을 두 개 하 고 이에 토인비

는 친필로 해답하 다.자세한 문답내용은 「토인비와 음양사상」(『 집』2권,

533쪽)을 참조.

64)여기서 국제철학 회는 세계철학 회이다.(참고로 가장 최근에 열렸던 제22차

세계철학 회는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철학 회는 1900년에 랑스 리에서 제1차 회가 개최되었고 그 후 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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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양사상에 한 국제 인 심을 직 확인할 수 있는 획기 인 사

건이었다.이 게 되어 박종홍의 철학 심은 서양철학에서 동양사상

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처럼 조국이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하여 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박종홍의 학문 심은 ‘민족의 독립’에서 ‘민족의 발 ’즉 새로운 민족

국가의 확립과 건설로 옮겨간다.해방공간에서 박종홍은 정치 인 투쟁

과는 거리를 유지한 채,신 하게 처신하면서 강의와 술활동을 포함한

학교육에 힘썼다.그러다가 6.25 쟁을 겪게 되었고 한민국의 시

과제는 쟁의 폐허에서 떨쳐 일어나 하루빨리 건설과 발 을 도모하

는 것이 되었다.박종홍은 학 강단에서 주체 인 철학교육에 힘쓰는

한편,서양 철학에 한 연구로부터 그것의 문제 을 발견하게 되었

고 결국 동양사상에 한 연구로 심을 돌리게 되었다.

마.1959년부터 타계하기까지

박종홍은 한국 사람으로서 동양사상 에서도 무엇보다 먼 한국

사상에 주목하게 되었고 한국사상에 하여 본격 으로 탐구하기 시작하

다.그는 1959년 4월부터 서울 학교에서 학계 최 로 「한국철학사」

강의를 시작하 고 연속 4년간 진행하 다.그리고 1960년 9월에 「부정

에 한 연구」65)로 서울 학교에서 철학박사 학 를 받았고 1962년 1

월에는 서울 학교 학원장으로 임명되었다.1963년 2월에는 ‘한국사상

연구회’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추 되었고 12월에는 한민국 문화

훈장 통령장을 수령하 다.그리고 1968년 9월에는 서울 학교 명 교

칙하게 이어지다가 1948년에 국제철학연맹(FISP)이 설립된 뒤로부터는 매 5년마

다 한 번씩 정기 으로 열렸다.국제철학연맹에서 주 하 던 회의 역사를 살

펴보면 제12차 세계철학 회는 1958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에서 개최되었다.(http://www.fisp.org/world_congresses.html)박종홍이 연도를

1959년 9월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악된다.

65)이 은 1959년 6월 10일에 『서울 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제8집에 발

표하 다.



-23-

수로 추 되었고 이어서 성균 학교 유학 학장(1968.10)과 학원장

(1969.3〜1970.2),그리고 한양 학교 문리과 학장(1970.5)에 취임하 다.

이러한 학계에서의 활동 외에도 박종홍은 1961년 5월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기획 원회 사회분과 원회 원으로 추 되었는가 하면,1968

년 2월에는 「국민교육헌장」의 기 원으로 선정되어 제정에 참여하

고,1970년 12월부터 1975년 12월까지 통령 교육문화담당 특별보좌

에 취임하 다.그의 이러한 경력은 그것이 지식인의 정권참여라는 이유

와 함께 군사독재정권에 력하 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하 다.

하지만 박종홍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실참여는 민족의 미래를 한

구체 인 실천으로서 ‘산 철학’을 하는 길이었다.66)

1975년 10월 하순에 박종홍은 병으로 서울 학교 병원에 입원하

고 1976년 3월 17일에 자택에서 타계하 다.같은 해 6월에 열암 선생

유고간행 원회와 열암 박종홍선생 회상록 간행 발기 원회가 구성되어

박종 (朴琮炫)이 『변증법 논리』(1977.1)를 정리하 고 『한국사상사

논고』(유학편)는 이남 (李楠永)에 의하여 발간되었으며 박종홍의 학덕

을 추모하여 61명이 쓴 회상록이 『스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최정호

(崔禎鎬)에 의하여 편집되었다.

이 시기 박종홍은 동양사상,특히 한국사상에 깊은 심을 가지고

우선 한국 통사상의 연구에 본격 으로 돌입하게 되었다.그는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기에만 하고 정작 ‘우리의 것’에는 하등의 심조차

가지지 않으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비하하는 학계의 그릇된 사

상 풍토를 바로잡고자 제 로 된 ‘나 자신’,즉 통 인 한국사상을

알리고자 시도하 다.이러한 박종홍의 시도는 한국 불교사상 연구와 한

국 유학사상 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한국 불교사상 연구는 불교사상의 철학 인 면,더 자세하게는

서양철학 인 측면에서 자신이 보기에 요하다고 단되는 부분을 선택

66)이는 박종홍이 1970년 12월 10일에 쓴 일기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Ⅴ장 4 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4-

하여 살펴본 것이다.차례 로 「기고에 즈음하여」(1960.4)67),「고구려

승랑의 인식방법론과 본체론」(1962.8),「원측의 유식철학」(1962.12),

「원효의 철학사상」(1963.8, 1964.4), 「나말·여 의 정신 추세」

(1966.6),「의천의 교 병수와 주체 통」(1968.7),「지 의 사상」

(1972.8)을 『한국사상』제3집부터 제10집에 연재하 다.68)

그리고 한국 유학사상에 한 연구에서 박종홍은 한국 유학사상이

국에서 래되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개됨으로써 한국 유

학의 특징을 형성하 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인간의 존엄성에 한 강조

나 실존사상,과학철학 인 사상이 한국 유학사상에도 있었음을 강조한

다.나아가 한국 유학사상이 도학 인 측면과 경제 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학사상이 서양 철학의 새로운 환에

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자 시도하 다.

이러한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박종홍은 통사상의 근

본정신을 시 으로 새롭게 되살리고자 노력하 다.그가 보기에 통

사상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서구의 근 인 학문의 수용을 거

쳐 새롭게 승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그는 경험주의에 입각하여 유학사

상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 던 조선말 최후의 실학자 최한기(崔漢綺,

惠岡,1803〜1877)에 주목하면서 최한기의 사상을 새로운 시 상황에

부합하게끔 계승하고 발 시켜야 함을 강조하 다.

박종홍에게 있어서 궁극 인 목표는 한국사상의 확립이었다.

「한국사상의 방향」(1966),「한국사상의 확립」(1972)69),「한국철학과

통사상」(1973),「한국사상,오늘의 과제」(1975)등의 에 나타나

있듯이 그는 통사상에 한 승과 외래사상에 한 섭취를 통하여 시

에 부합되는 새로운 한국사상을 창조하고자 시도하 다.그가 보기에

67)『 집』4권에는 「서론─난제와 의도」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68)여기에 머리말(1972.9.1)을 추가하여 함께 묶어서 서문당에서 출 한 것이『한국

사상사(불교사상편)』이다.

69)이 은 박종홍의 서 『자각과 의욕』에 처음으로 실렸다.따라서 언제 쓰인

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자각과 의욕』이 1972.12.15에 출 된 으로부터

1972년에 발표된 것으로 는다.



-25-

이는 시 가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 고 새로운 한국사상을 창조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철학과 더불어 발 하고,나아가

세계의 철학을 창조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었다.

2.1930년 의 사상 경향

인류의 정신사를 보면 피지배 하의 지식인들의 태도는 체로 세

가지 양상을 띠게 된다.70)세 가지 양상 에서 실을 외면하거나 도피

하는 소극 인 태도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두 극단 인 태도를

제외하면,남는 것은 실에 항하고 실을 극복하고자 안을 모색하

는 태도이다.항일독립운동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식민지 지배 하의 조선

지식인들이 결코 국권의 상실이라는 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음

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 인 상황에서 유학사상을

포함한 통사상 반에 한 반성을 통하여, 통 인 사상과 가치 이

더 이상 조선인의 삶을 이끌 수 없음을 확인하 다.그리고는 서둘러 과

학과 기술,문화,사상을 포함한 서양의 모든 것을 무조건 으로 수용하

여야 함을 인식하 다.결국 서양식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지식인들의

소수는 외국 유학의 길에 올랐고 이러한 당시의 실 속에서 박종홍도

경성제국 학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1930년 는 박종홍이 본격 으로 학문을 시작하는 시기로서 그의

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따라서 이 시기의 사상 경향을

70)이 래에 의하면 세 가지 태도는 바로 로마 지배 하의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실 외면· 실 도피 인 소극 철학을 지향하는 경우,나치 지배 하의 랑스 지

식인들처럼 극 으로 항 정신을 발휘하는 경우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철

학처럼 지배 이데올로기에 동화되는 경우이다.그는 한국의 경우,지배 이데올로

기에 동화되지도 않았고 소극 응일지라도 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는 않

았다고 본다.이 래,『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열린 책들,2003,24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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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으로써 그것이 박종홍 사상의 형성에 어떤 향을 주게 되는지 밝

낼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식민지 시 기 때문에 조선에는 외래

사상의 자유로운 수입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고 외래사상은 일본인들의 인

식을 거쳐 간 으로 수입되었다.다시 말해서 일본에 의하여 해석된

철학사상이 그 로 박종홍에게 향을 주었던 것이다.

(1)미학과 미술사―다카야마 쵸규의 낭만주의

우선 박종홍이 경성제국 학에 입학하기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읽

었던 철학 련 서 이자,이후 그가 조선 미술사를 연구하면서 참고로

하 던 『미학 미술사』는 다카야마 쵸규(高山樗牛,1871〜1902)71)가

지은 것이다.다카야마는 1894년에 『다키구치 뉴도(瀧口入道)』로 요미

우리신문의 상공모에 당선되었고 낭만주의 문학의 기수로 문필활동을

개하 으며 센다이(仙台)제2고교시 에는 도덕 이상주의의 논 를

량으로 술하 다.72)이러한 작들은 당시의 재일 유학생들에게 직

인 향을 주었고 그들에 의해 1910년 반부터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하 다.

이 게 되어 『학지 』으로 표되는 최 의 일본자비유학생그룹

71)다카야마는 메이지 시 의 평론가이다.동경 졸업 후 센다이(仙台)제2고교

교수를 거쳐 박문 (博文館)에 들어가 『태양』지의 편집을 담당하면서 많은 평

론을 발표하 다.일본주의를 주장하다가 결핵의 악화로 개인주의에 치우치게 되

었으며 니체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소개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그리고 모리

오가이(森鷗外,1862〜1922)의 이상주의를 반 하여 규범이 아닌 직 인 경험

을 강조하는 자신의 미학사상을 펼치게 되었다.

72)다카야마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니체의 근 인류문명에 한 철 한 불신과

격렬한 항의식에 매료되어 여과 없이 소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그는 「문명

비평가로서의 문학자」(『문 평론』,평범사,쇼와 3년 ,379쪽)에서 니체를 삶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구 한 실천가라고 하면서 삶보다 더 진정한 것은 없고 이

것이야말로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박종홍에게 많은

향을 주었다.박종홍은 “우리는 모름지기 를 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말을 보고 큰 감명을 얻었고 후에 니체와 련 있는 사상임을 알았다고 한

다.(『 집』6권,「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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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 인 활약으로,조선의 ‘문학’·‘술’·‘미’에 한 인식에는 다카야

마를 비롯한 일본 술론의 향을 받은 심미주의 술지상주의 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문학, 술에 한 선구자 의식과 이 시

의 문학행 들을 가치론 으로 배제하는 이러한 태도는 근 문학사에서

‘신성화된 기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 다.73)

1920년 에 이르러서는 추상 인 인생과 구체 인 실,사회를

결합시키는 ‘생활’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다.조선의 지식인들은 술에

서 ‘생명’과 ‘인생’을 구하고자 하던 데로부터 차 ‘생활’과 ‘실’로 변하

면서 식민지 실 속에서 술 혹은 문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하여 탐색하게 되었다.이 게 ‘생명’과 ‘인생’이라는 낭만주의 념

과 ‘생활’과 ‘실’이라는 사실주의 념이 동시에 뒤섞인 형태로 ‘비동

시 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양상으로 개되었던 것이다.74)

이러한 양상은 박종홍의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박종홍 역시

식민지 통치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실에 하여 치열하게 고민하

던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무엇보다 먼 민족의 독립이 실하 고 독립

을 이루기 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인식이 깊이 박 있었다.그

는 하나로 통일되는 민족의 특성을 찾고자 조선미술사에 한 연구를 시

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다카야마의 미술사의 향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박종홍은 다카야마의 『미학 미술사』에 한 독서를 통하여 조

선미술사에 한 구상을 하게 되었고 구체 인 서술방법 면에서도 거의

모방하고 있다.75)한 가지 더 덧붙여둘 것은 미술사 연구를 통하여 민족

의 특성을 밝 보고자 하 던 박종홍의 의도이다.비록 자신의 능력 밖

73)차혜 ,「1920년 기 동인지 문단형성과정」,『1920년 문학의 재인식』

(상허학회,깊은샘,2001),117〜119쪽 참조.

74)김명인,「한국 근 문학개념의 형성과정:‘비애의 감각’을 심으로」(『한국근

문학연구』6집,2005)182〜187쪽 참조.

75)이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 「박종홍 철학의 형성과정 연구―경성제국

학 입학 이 을 심으로」(『철학사상』48호,2013)의 37〜41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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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임을 깨닫고 끝까지 쓰지는 못하 지만,조선인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문화를 알아내고자 하 던 시도와 노력만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철학과 심미 감정―니시다 기타로의 기사상76)

다카야마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는 삶의

직 인 경험과 인간의 본연의 요구,즉 본능까지도 상으로 삼는 사

유가 개되기 시작하 다.이러한 사유의 심에는 니시다 기타로(西田

幾多郞,1870〜1945)77)가 있다.니시다는 「 술과 도덕」에서 감정과 의

지의 내용에 한 분석을 거쳐 감정에 한 의지의 우 를 주장하면서

진·선·미의 합일 에 하여 살펴보고 있는데78)박종홍은 이러한 진·선·

미의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는 이상(理想)이 의식에서 궁극 으로

통일되는 작용에 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박종홍은 의식구성의 두 요소인 감각과 감정에 하여,니시다의

76)허우성에 의하면 니시다는 1931년 이 의 작에서는 자각의 철학으로 종교 이

며 구원론 인 것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1931〜1932년경에 발표된 여러 논문들로

부터는 역사 이고 정치 인 철학논의로 발 한다.(허우성,「니시다와 서양철학

―시간 을 심으로」,『동양학』26집,1996,304쪽 참조)니시다의 역사철학이

나 정치철학도 박종홍의 철학에 일부분 향을 주었지만 그보다는 기의 자각

철학에서 받은 향이 훨씬 더 심 하다.따라서 이 에서는 니시다의 기사상

에 을 맞추어 박종홍에 한 향 계를 살펴보려 한다.

77)니시다는 20세기 일본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의 한 사람이다.도쿄 학 문학부에

선과생으로 입학하 고 1894년에 졸업한 뒤 고향에 돌아가 등학교,고등학교에

서 선생,강사,교수직을 맡아하면서 철학 탐구와 선 수행에 몰두하 다.그러

다가 1910년에 교토제국 학 문과 교수로 부임하 고 이듬해에 처녀작 『선의

연구』를 출 하면서 요한 철학자의 한사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그 뒤 죽을

때까지 방 한 술활동을 이어가는데 자각의 철학단계와 1931〜1932년경에 발

표된 부터 등장하는 정치와 국가의 자극을 받아들인 역사·정치 철학단계로 나

수 있다.주요 서로는 『자각에 있어서의 직 과 반성』(1917),『작용하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1927),『일반자의 자각 체계』(1930),『무의 자각 한

정』(1932),『철학의 근본 문제』(1933),『철학 논문집』제1〜7(1935〜1946)등

이 있다.

78)西田幾多郞,「藝術と道德」,『西田幾多郞全集』第3卷,岩波書店,1964.『西田

幾多郞全集』제3권은 「意識の問題」와 「藝術と道德」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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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문제」에서 “감각은 표상 자체가 식별 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이런 계를 성립시키는 것의 의식”79)이라는 말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의 감정이란 바로 이 주체로서의 자기의식이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나아가 그는 니시다의 의지 우 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감정이

우 임을 밝히려고 한다.

그는 감정은 여러 가지 작용의 통일에 있어서의 자기의식이어야 한

다고 하면서 여기서 감정이란 다름 아닌 모든 의식작용의 궁극 인 것이

라고 한다.조화롭지 못하고 모순이 심한 것까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다양하고 활력으로 넘치게 되며 이러한 다양함에 있어서의 통일

인 자기의식,능동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심미 감정이라

한다.이 감정이 인식도 행 도 모두 포 하는 통일작용의 자기의식이라

는 의미에서 심미 감정은 의식의 통일작용에서 공정한 우 를 차지하

는 것이다.80)

박종홍이 보기에 심미 감정은 “다양의 통일작용에 있어서의 하나

의 止揚된 계기에 한 자기의식으로서 통일작용을 더욱 더 진 시키는

원동력”즉 “우리의 의식의 통일작용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 인 요소”이

다.81)심미 감정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의식의 보다 큰 통일,근본 통

일에서 더 나아가 고차원 통일을 이끌어내고 이로부터 통일된 민족의

식을 도출하고자 시도하 던 것이다.“새로운 창조 생명이 가득한 美

의 종교에 뜨고,청정한 신앙의 세례에 의해서 되살아나야 한다”82)는

문구로부터 심미 감정으로 새로운 창조 삶을 개척하려는 박종홍의

믿음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가 의지보다 감정의 우 를 강조함은 식민지 실에서 개인의 감

정을 요시함으로써 그것을 민족 인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키려는 의도

에서 다.이러한 그에게,철 한 념론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79)『 집』1권,「심리학 으로 본 심미 감정의 우 」,108쪽.

80)『 집』1권,「심리학 으로 본 심미 감정의 우 」,110〜111쪽.

81)『 집』1권,「심리학 으로 본 심미 감정의 우 」,112쪽.

82)『 집』1권,「심리학 으로 본 심미 감정의 우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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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만 지,정,의의 작용이며 마음(心)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는83)

니시다의 『선의 연구』는 “그리 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을 수밖에

없었고,주객 미분을 떠나 무의식자(dasUnbewußte)라는 세계의 근 를

이루는 창조 ·지배 원리를 내세우는 하르트만의 무의식의 철학이 “나

을 것같이 생각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84)

(3) 기의식과 하이데거 철학―미키 기요시의 인간학 마르

크스주의

이러한 니시다 철학에 한 폄하와는 정반 로 박종홍이 높이 평가

하 던 사상가가 바로 미키 기요시(三木淸,1897〜1945)85)다.박종홍과

평양고등보통학교의 동기 던 이재훈의 회상에 근거하면,이유는 “당시

일본 사상계를 풍미하고 있던 마르크시즘을 하이데거의 존재론 입장에

서 해석하려는 시도에 큰 흥미를 보이고 있었던 것 같았다”86)고 한다.

1960년 이후에도 일본에 있는 제자에게 미키의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만큼87)박종홍의 미키에 한 심은 지속 인 것이었다.88)

83)西田幾多郞,『善の硏究』,岩波書店,1921,64쪽.

84)『 집』6권,「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269쪽.

85)미키는 일본의 주요한 철학자 의 한 사람이다.1917년에 교토제국 학 철학과

에 입학하 고 졸업한 후에는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리 르트의 에서 배

우다가 이듬해(1923년)부터는 하이데거로부터 배우게 되었다.귀국 후 『 스칼

에 있어서 인간의 연구(パスカルにおける人間の研究)』(1926)라는 책을 출 하여

일본 사상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1927년에 호세이 학 철학과 교수가 된

후 인간학에 기 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철학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면서 『유물

사 과 의 의식』(1928)을 출 하 다.이 역시 당시의 학계에서는 획기 인

사건이었다.활발하게 학술활동을 진행하던 에 미키는 일본공산당에 자 을 지

원한 의로 6개월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다.출옥 후에도 미키는 활발한

술활동을 개하 는데 그때 출 된 서로 『역사철학』(1932),『구상력의 논

리1』(1939), 『철학입문』(1940), 『인생론노트』(1941), 『철학노트』(1941),

『속편 철학노트』(1942),『기술철학』(1942)등이 있고 사후에 출 된『구상력

의 논리2』(1946)가 있다.

86)이재훈,「만학·만혼·만성의 기」,『스승의 길』,열암기념사업회 엮음,천지,

37쪽.

87)김사엽,「천재란 스스로 법칙을 만든다」,『스승의 길』,열암기념사업회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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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는 고등학교 시 에 니시다의 『선의 연구』를 읽었고 니시다

로부터 철학을 배우기 하여 교토제국 학 철학과에 입학하 다.그는

니시다의 서와 논문을 놓치지 않고 읽었고 심지어 니시다가 을 쓰면

서 참고로 하 던 문헌을 구하여 탐독하는 노력까지 아끼지 않았다.즉,

서양철학계의 연구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 던 니시다를 미키가 그 로

쫓아간 셈이었다.이 게 니시다의 책을 탐독하 고 니시다를 통하여

서양철학의 흐름을 악하 던 에서 미키와 박종홍은 매우 유사하다.

졸업 후 1922년에 미키는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학에서 리 르트89)의 지도를 받다가 이듬해에 라이부르크 학으로

자리를 옮겨 하이데거로부터 배우게 된다.미키의 사상편력도 논리학과

방법론에 한 것으로부터 하이데거의 향을 받아 실존주의로 기울게

되었다. 한 하이데거의 조수의 도움으로 독일 정신사에 을 뜨게 되

는가 하면 실천철학에 심을 가지고 니체와 키에르 고르의 사상에

해서도 공부하게 되었다.90)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가 하나의 불안의 철학이듯이 그때 당시의 독

일은 불안 그 자체 다.이러한 불안의 철학은 세계 인 경제 공황

(1929)과 만주사변(1931)을 계기로 기의식이 고양되었던 1920년 말,

1930년 부터 일본에서도 유행하게 된다.미키는 이러한 시 동향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 기에 있어서의 이론 의식(危機に於ける理論

的意識)」(1929.1)을 『개조』에,「 기의식의 철학 해명(危機意識の

哲學的解明)」(1932.11)을 『이상』에 발표하 다.91)

천지,111쪽.

88)이병수는 박종홍이 미키에 하여 지속 인 심을 갖게 된 것이 자신의 철학

과제에 한 어떤 실마리를 찾고자 함이었다고 한다.이병수,『열암 박종홍의 철

학사상─천명사상을 심으로』,한국학술정보,2005,111쪽.

89)리 르트(HeinrichRickert,1863〜1936)는 독일의 철학자이다.베를린 학을 나

왔고 칸트의 학문을 계승하 다.학문 인식의 비 기 를 세우기 한 학문

철학의 성립을 강조하 고 독단 실증주의나 생의 철학을 반 하 다.주요

서로는 『인식의 상』,『문화 과학과 자연 과학』,『철학의 근본 문제』 등

이 있다.

90)三木淸,「讀書遍歷」,『삼목청 집』제1권,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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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에 의하면 기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비약하는 비연속 인 시

간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92)으로 “역사의 변증법 발 에 있어서

모순 는 립의 시기를 의미”93)하는 것이다.사상의 기는 기존의 사

상이 타당성을 상실하고 독단론에 빠져든 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사상의 가치나 의미를 끝까지 비 하고 해체하여 독단론을 비 하고 새

로운 사상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새로운 사상

의 가능성이 기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악한다.

미키의 이러한 기의식은 박종홍을 포함한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직 인 향을 주었다.박치우가 『철학』2호에 발표하 던 실의 주

체 인 악을 강조하면서 기의 문제를 자세하게 논의한 「 기의 철

학」(1934.4)은 “미키의 논의를 그 로 차용한 것”94)이라고 평가받을 정

도로 미키의 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그리고 박종홍의 「모순과

실천」(1933.10.26〜28)에 나오는 모순론도 미키의 모순에 한 개념을

부연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미키는 귀국(1925)후 하이데거의 인간학에 기 하여 마르크

스주의를 철학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면서 왕성한 술활동을 진행하

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사상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미키의 과감한 시도는 박종홍을 포함한 신남철(申南徹,1907〜1958?)95),

91)미키가 시 인 감각이 민하여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된 것들을 연구한 반면

에 니시다는 독자 인 철학체계의 수립을 하여 노력하 음을 알 수 있다.(조

희 ,「 한·일 철학사상의 비교연구」,『용 논총』12집,1982,21쪽 참조.)

박종홍이 미키의 철학에 깊이 매료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을 것이라는 추측

이 가능한 부분이다.

92)三木淸,「 기의식의 철학 해명(危機意識の哲學的解明)」,『삼목청 집』5,

암 서 ,1966,20쪽.

93)三木淸, 와 같은 책,24쪽.

94)김항에 의하면 박치우의 「 기의 철학」은 미키의 ( 기에 한)논의를 그

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김항의 「‘우리-내-존재’라는 철학 회:박종홍과

하이데거」(『민족문화연구』50집,2009)의 주24참조.

95)신남철은 경성 사립 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 고 1926년 4월에 경성제

과 3회로 법문학부에 입학하 고 1931년 3월에 법문학부 철학과 제3회로 졸업하

다.졸업논문은 「 타노의 표향 상과 의식의 계에 하여」이다.같은

해 4월에 학원에 입학하 고 철학과 조교로 근무하 다.1932년에는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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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우 등의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깊은 심을 불러일으켰다.박

종홍이 유독 미키의 철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으로부터 미루어볼 때

그의 하이데거 철학에 한 수용이 미키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

다.96)

하지만 박종홍의 하이데거 철학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던 1920〜

1930년 에 일본의 학술계에서는 “ 정 13년[1924년,필자 주]칸트 탄생

200주년 때에 정에 달한 칸트 연구를 기 로,후설의 상학,딜타이·

짐멜 등의 생의 철학,하이데거·셸러 등의 실존철학이 도입,연구되었

고……”그 에서도 특히 “하이데거의 도입은 1930년 에 들어 지배 인

경향”이었으며 그 심에는 니시다,다나베 하지메(田邊元,1885〜196

2)97)를 필두로 하고 미키,쿠키 슈조(九鬼周造,1888〜1941)98)등을 포함

회’의 창립에 주도 역할을 하 고 1933년부터 1936년까지는 동아일보에서 근무

하 다.1945년 8월에 서울 문리 교수로 부임하 고 1948년 1월에 『역사철

학』을 출간하 다.4월에 ‘남북회담 지지 108인 성명’에 서명하 고 월북하여 김

일성 종합 학 철학과의 교수로 있었고 1958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해지지 않는다.신남철 지음,김재 해제,『역사철학』,이제이

북스,2001,292쪽의 「연보」 참조.

96)김항은 미키의 「 기의식의 철학 해명(危機意識の哲學的解明)」에 한 분석

으로부터 박종홍이 미키를 통하여 기의식과 목된 하이데거를 수용하 다고

본다.(김항의 의 ,204쪽.)박종홍이 서구 형이상학의 해체자로서의 하이데거

를 기라는 재의 시간 속에서 목시키려 한 것으로 악하는 것이다.그 다

면 왜 기의식과 하이데거 철학 모두를 갖추고 있었던 미키의 철학 내부에서는

박종홍이 시도하 던 바와 같은 하이데거에 한 비 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

는 의문이 남는다.

97)다나베는 니시다의 뒤를 이어 교토제국 학 철학과의 교수가 되었고 과학철학자

로서 불교·그리스도교의 사상,마르크스주의,과학 등의 사상을 목시키고자 하

다.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뒤 표작 『수리철학연구』(1925)를 펴냈고 종

(種)즉 민족의 논리를 발 시켰다.그는 니시다의 장소의 논리가 역사 인 측면

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개인을 강조한다고 비 하면서 『종의 논리의 변증법』

(1947)을 출 하 다. 한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무상(無常)’개념을 통합하

고자 시도하 는데 출 된 서로는 『실존과 사랑과 실천』(1946),『그리스도

교의 변증법』(1948)등이 있다.

98)쿠키는 도쿄제국 학 철학과를 졸업하 고 1922년에 유럽에 유학하여 리 르트,

베르그송,하이데거로부터 배웠다.귀국 후 교토제국 학 철학과의 조교수가 되었

으며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을 받아들여 일본의 문화를 분석하 다. 서로는 『우

연성의 문제』(1935),『인간과 실존』(1939),『문 론』(1941),『서양근세철학

사고』상·하(1944,1948),『 랑스철학강의』(1957)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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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토제국 학 철학과99)가 있었다.100)

(4)유학사상과 이황의 철학―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 연구

박종홍이 처음부터 유학에 한 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물론 박

종홍 자신이 통사상에 한 애착심이 깊었던 이유가 크겠지만, 심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에는 다카하시 도루(高橋亨,1878〜196

7)101)의 간 인 향을 무시할 수 없다.총독부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의도 인 왜곡작업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다카하시가 조선의 유학

에 깊은 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 던 학자임에는 틀림없다.

다카하시의 조선유학에 한 연구는 처음으로 근 인 연구방법론

을 용한 것이었고 그가 조선유학에 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제시하

음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이는 통사상을 근 인 지식체계 안으로

수렴하고자 고심하 던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시사 을 주었다.다

카하시의 논리를 수용하는 식이든 부정하는 식이든 모두 다카하시로부터

자극을 받아 차 학문 인 연구로 본격화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다.

다카하시는 「조선유학 」102)에서 640년 동안 조선의 사상이 주

99)물론 교토제국 학 철학과 밖에서도 하이데거 철학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와츠지 데츠로(和辻哲郞,1889〜1960)는 1929년에 독일에 유학하는 동안 하이데

거의 『존재와 시간』의 풍토성 문제에 심을 가졌고 『풍토—인간학 고찰』

(1935)를 출 하 으며 도쿄제국 학 윤리학 교수로 있었다.

100)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엮음,이수정 옮김,『일본근 철학사』,생각

의 나무,2001,334쪽.

101)다카하시는 1902년에 도쿄제국 학 한문과를 졸업하고 조선 정부의 청으로

한성 학교의 교사로 부임하 다.그 뒤 조선 총독부의 탁이 되었고 1916년에

는 구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남 지방의 주요문헌들을 섭렵하 고

“조선의 교화와 교정”이라는 논문으로 도쿄제국 학 문학박사학 를 받았다.경

성제국 학 창설 비 원회의 간사로 활동하 고 과 교수를 거쳐 1926년에는

법문학부 조선어문학과의 교수가 되었다.해방 후 일본 덴리 (天理大)의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지만 『조선학보』를 간행하는 등 조선에 한 연구를 지속하 다.

유학방면의 주요한 술로는 「조선유학 」(1912,1927),「조선 유학사에서

주리 ·주기 의 발달」(192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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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 일변도로 고착화되었기에 결국 발 성을 상실하 고 “주희의 진의

에 합치하는가 그 지 않은가”103)를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결론짓고 있

다.이에 언론인 장지연(張志淵,韋庵,1864〜1921)104)이 반발함으로써

1915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두 사람은 『매일신보』를 통하여 지상(紙

上)논쟁을 하게 된다.결국 장지연의 질의에 다카하시가 답을 하지 않음

으로 하여 논쟁은 단되고 마는데,장지연은 다카하시의 유학에 한

폄하와 자의 해석을 바로잡기 하여 조선 유학사를 신문이라는 매체

를 통하여 소개하는 작업을 진행하 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이 바로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이다.105)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은 비록 자료집의 성격을 띠고 있고 치

한 구성이나 사상사 맥락을 정 하게 악하지 못한 단 을 가지고

있지만,“유교 통을 사상 으로 객 화하고 재인식함으로써 유학사상의

새로운 개가능성을 계발하고 열어주는 데 요한 의미가 있음”106)은

부인할 수 없다.하지만 다카하시의 선행 연구가 없었더라면 두 사람 사

이의 논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조선유교연원』의 술

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게 되면서 1920년 의 조선에서는 그동안 망국의 원인으로 간

102)1912년 4월에서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조선 만주(朝鮮及滿洲)』에 연재

한 이다.후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927년 8월에 조선사학회의 『조선사강

좌특별강의(朝鮮史講座特別講義)』에 수록하 다.

103)다카하시 도오루 지음,조남호 옮김,『조선의 유학』,소나무,1999,233쪽.

104)장지연은 장 (張顯光,旅軒,1554〜1637)의 12 자손이지만 19세 때부터 허

훈(許薰,舫山,1836〜1907)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움으로써 정통 주자학과 근기

실학을 동시에 수받았다.1894년에 진사 병과에 합격하면서 국가 인 일에

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하 다.

105)장지연과 다카하시 두 사람의 구체 인 차이에 해서는 김미 의 「타카

하시 토오루와 장지연의 한국유학사 」(『 동철학』제55집,2011년 6월)을 참

조하기 바란다.결국 장지연은 1917년 4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25회에 걸

쳐 『매일신보』에 조선 유학사를 소개하게 되었고 이는 사후 1922년에 아들 장

재식(張在軾)에 의하여 3권 1책의 『조선유교연원』으로 간행되었다.

106) 장태·고 직,『속유학근백년』,여강출 사,1989,236쪽.장지연의 『조선유

교연원』을 참조로 하여 상윤의 『조선유학사』(1949)가 나왔고 다시 보완작업

을 거쳐 이병도의 『자료한국유학사 고』(1959)가 출 되었다.



-36-

주되었던 조선 성리학에 한 연구가 정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신문계』10호(1914년 1월)와 11호(1914년 2월)에 「東洋哲學家와

溪先生」이라는 이 게재되었고,『개벽』15호(1921년 9월 1일)와 16

호(1921년 10월 18일)에는 「東方理學의 宗祖인 李 溪先生,祖先 十大

偉人紹介의 其二」와 「 溪先生의 우주 과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퇴계의 인물과 사상이 소개되었으며,『신민』28호(1927년 8월 1일)에는

「李 溪先生」이라는 이,29호(1927년 9월 1일)에는 「李 溪傳」이

라는 이 실렸다.107)

이로부터 볼 수 있다시피 이 시기를 후하여 지식인들의 이황에

한 지 심이 늘어나고 있었고 나아가 조선에서 유학을 근 학문의

하나이자 근 지식체계의 일환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이미 이루

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박종홍이 퇴계의 교육사상에

한 (「퇴계의 교육사상」,1928.3)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시 ·학

문 인 상황과 무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박종홍 사상의 맹아

(1)‘철학하는 것’의 출발

박종홍은 「ハイデッガーに於けるSorgeについて(하이데거에 있어서

의 Sorge에 하여)」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SeinundZeit)』

(1927)의 술의도를 ‘존재의 의미에 한 물음의 구체 완성’으로 악

하면서,구체 인 책의 내용에 하여 체 논문의 4분의 3이나 되는 분

량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요약·정리하고 있다.그 에서도 박종홍은 존

재의 완 한 존재론도 아니고 하나의 구체 인 인간학도 아닌,모든 존

107)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검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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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을 생기게 하는 기 존재론을 특히 강조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딜타이의 생의 철학이나 후설의 인격성에 한

상학 해석에서 체 존재의 이념은 이미 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간

의 존재에 한 물음이 망각된 채 있는 반면에,하이데거의 기 존재

론은 결코 하나의 구체 인 인간학을 논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철 하고 보다 근원 으로 인간의 존재에 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에 해 높이 평가한다.박종홍이 하이데거 철학을 선택하 던 근본 인

이유가 이황의 철학을 할 수 없어서 다면,이 은 그가 하이데거 철학

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직 인 이유 을 것이다.

박종홍은 하이데거의 기 존재론으로부터 민족이 처한 실을

자각하고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실체를 악함으로써 실에 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시도하 다.하지만 그 다고 해서 박

종홍이 하이데거 실존철학의 모든 을 그 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박종홍은 이론에 한 실천의 요성을 강조하는 하이데거의 은 받

아들이지만 ‘사람(dasMan)’의 실존에 한 규정은 비 한다.박종홍이

보기에 더불어 사는 실 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 존재야말로 ‘철

학하는 것(dasPhilosophieren)’의 출발 이었다.아래에 이에 한 박종

홍의 논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우선 박종홍은 하이데거가 월을 설명하 던 생기(Geschehen)라는

개념으로 ‘철학하는 것’을 설명한다.그에 의하면 ‘철학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근본 인 생기이다.때문에

‘철학하는 것’의 출발 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직 이며 구체 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면서 그는 로고스

이 의 생생한 사실 자체에 한 걸음 더 올라가 일상의 평범성(平凡性)에

있어서의 “실천 인 제일차 근원 존재”를 실 존재라 칭하고 “평

범한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사회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실

존재”에서 ‘철학하는 것’의 출발 을 찾고자 시도한다.108)

108)『 집』1권,「<철학하는 것>의 출발 에 한 일 의문」,318〜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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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결론은 이러하다.우리의 <철학하는 것>의 출발 은 <이 시 의,

이 사회의,이 땅의,이 실 존재 자체에 있지나 않는가>하는 것이

다.이 실 지반을 떠나 그의 출발 을 찾는 철학은 결국 그 시

그 사회에 하여 하등의 실 의미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

학 자체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가 곤란하지나 않을까 하

는 것이다.109)

박종홍은 결국 ‘철학하는 것’의 출발 이 ‘이 시 의,이 사회의,이

땅의,이 실 존재’에 있다고 악한다.그는 이 실 지반을 떠나

지 않음으로써 그 시 ,그 사회에 실 의미를 가진 철학을 정립하고

자 시도하 다.그 다면 실 존재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이

에 하여 박종홍은 ‘철학하는 것’에 하여 논의한 다른 「철학하는

것의 실천 지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박종홍은 실 존재에서 실 이라는 말을 ‘실천 ’이라는 의미

로 악하고 그 존재가 모든 념 인 존재보다 제일차 이고 근원 이

라는 의미에서 실천 인 제일차 근원 존재라고 한 것이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데 실 존재가 무엇인지에 하여 모르면

출발조차 할 수 없고 출발에 있어서 충분한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주

장한다.박종홍은 실 존재를 ‘숙지(熟知)’는 하되 개념 으로 충분히

‘인식(認識)’하지 못한 것으로 악한다.선개념 (vorbegrifflich)으로 ‘숙

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하는 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고 개

념 으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 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하려고 노력하

는데 실 존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차 개념 으로 명백해지고

바로 여기에 ‘철학하는 것’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110)

여기서 숙지는 하이데거가 존재의 존재론 특성인 사실성을 해

석하면서 사실성을 상 으로 개시하는 상태성(Befindlichkeit)을 설명하

109) 와 같은 책,같은 ,331쪽.

110)『 집』1권,「<철학하는 것>의 실천 지반」,33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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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용하 던 용어이다.111)상태성에 있어서 존재는 이미 자신 앞

에 래되어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기분을 통하여 세계와 계를 맺

으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로부터 미루어볼 때,박종홍의 실 존재

는 이미 세계를 발견하고 세계와 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박종홍은

이러한 실 존재의 실 인 존재성을 규정하는 것을 실천이라고

악한다.112)

우리가 에 있어서 문제로 삼는 바 실천은 실로 사람의 감성 사

회 활동을 이름이며 따라서 거기에서 악되는 것도 실 존재 이

외의 다른 것일 수가 없다.우리의 감성 실천 앞에는 무릇 어떠한

념 존재도 희박한 조와 더불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113)

문에서 박종홍은 에 있어서의 실천을 인간의 감성 사회

활동으로 악한다.여기서 감성은 순수감성이 아닌 우리의 존재양태

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능동 인 측면을 가진 것이다.박종홍에

의하면 감성 사회 실천을 하고 있는 인간은 자연에 해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연 되어 있기에 사회 이 아닐 수 없다. 한 실천

이 실 존재 악의 방향을 규정하고 ‘철학하는 것’의 방향을 제약하

111)『 집』1권,「ハイデッガ—に於けるSorgeについて」,215쪽,“상태성은 이해와

함께 동근원 (同根源的)으로 Da의 구성요소이다.‘우리가 존재론 으로 상태성

이란 표제로 나타내는 것은,존재 으로 가장 숙지(熟知)되어 있으며,그리고 가

장 일상 인 것,즉 기분(dieStimmung),기분을 지니고 있음(dasGestimmtsein)

이다.’”

112)김항은 박종홍의 ‘숙지’개념을 하이데거의 ‘이해(Verstehen)’개념과 일맥상통

한 것으로 본다.그러면 다시 하이데거에 있어서 ‘숙지’와 ‘이해’의 차이를 물을

수 있겠지만,박종홍의 ‘숙지’개념이 하이데거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하기에 여기

서는 별다른 논의를 개하지 않기로 한다.(김항,「‘우리-내-존재’라는 철학

회:박종홍과 하이데거」,『민족문화연구』50집,2009,214쪽.)그리고 같은 곳

의 주29에서는 박종홍의 ‘실천’개념을 “타인과 세계와 교섭하며 살아가는 존재방

식 자체를 일컫는 용어”라고 해석하면서 기존의 연구에서 상식 수 에서 이해되

는 이론과 실천이라는 당을 박종홍의 철학에 입시킨 것은 섣부른 해석이었

다고 본다.

113)『 집』1권,「<철학하는 것>의 실천 지반」,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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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철학 역시 ‘나의 철학’이 아닌 ‘우리의 철학’으로 나타날 것이

고 ‘철학하는 것’의 출발 은 “개인으로서의 내가 아니요 동일한 실천

지반을 가진 우리”114)에서 찾는다.그 다면 박종홍이 생각하는 ‘우리’는

구체 으로 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실’과 ‘우리의 철학’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우리의 실’과 ‘우리의 철학’

그러면 우리란 그 구인가. 근목피(草根木皮)로나마 생명을 유지할

방도가 이제는 끊어진 남부여 (男負女戴)로 만주의 야,시베리아(西

伯利亞)의 황원을 유랑한다고 하든,일본 내지의 도시를 거리거리 헤매

인다고 하든,조선사람은 원히 조선 사람일 것이올시다.115)

박종홍이 말하는 ‘우리’는 조선 사람을 가리킨다.116)그 다면 다시

조선 사람이란 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나에게 있어서 나의 생

이 최 ( 重)하니 만큼 내가 이 시 에 이 사회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보다도 더 엄숙한 사실을 한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랴”117)는

말로부터 조선 사람은 조선이라는 땅에서 이 시 에 사회 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그 시 가 1930년 인 을 감안할

때,‘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라는 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공동

으로 지니고 있는 민족의 구성원 체 다.118)따라서 ‘우리의 실’은

114) 와 같은 책,같을 ,346쪽.

115)『 집』1권,「우리의 실과 철학」,396쪽.

116)이 에 하여 김항은 ‘조선=우리’라는 등식을 만들고 박종홍에게 ‘조선=우리’

는 지 이곳의 기라는 존재성을 시하는 용어라고 악한다.하이데거가

존재를 ‘세계-내-존재’라고 악하 듯이 박종홍은 실 존재를 ‘우리-내-존재’

로 악하 다고 본다.그리고 “박종홍의 ‘우리- 기-한계상황’을 하이데거의 ‘세

계-불안-시간’이라는 코롤라리와 동일한 궤를 이루는 철학 얼개라고 할 수 있

다”고 한다.(김항, 의 논문,219〜220쪽 참조.)

117)『 집』1권,「<우리>와 우리 철학 건설의 길」,383쪽.

118)김항은 박종홍의 ‘우리’를 마르크스주의 인 노동계 도,자연 으로 존속되어

온 ‘민족’도 아니고 공막한 인간학의 편에서 “가장 구체 인 존재”로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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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리의 이때의 이 실이었고 그러한 실로부터 ‘우리의 철학’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구의 실이라고 하여도 가하며 그 어느 때의 실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그런 공막(空漠)한 추상 인 실이 아니요,우리들의 이때의

이 실이올시다. 박한 고난,따라서 긴 한 요구를 가진 채로 헤매

이고 있는 이 실,요구가 긴 하니 만큼 그로 인하야 생기는 문제도

한 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그 좀 알아보았으면 하는 한낱의

지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 실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

가>하고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그런 설미지근한 태도로써 우

리의 문제를 취 하기에는 우리의 구체 실이 무나 긴장되어 있

습니다.이 불가피의 실 운명을 극복하고야 말며 극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딱한 정세,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가장 실하고 가장 근원

일 것이올시다.119)

이로부터 박종홍이 악하고 있는 ‘우리들의 구체 인 이때의 이

실’은 한 마디로 무나 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이 박한 고

난으로부터 나온 긴 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실로부터 생기는 문

제는 한낱 지 호기심이 아니라 가장 실하고 가장 근원 이다.박종

홍은 문제에 한 철 한 추궁과 철 한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박한 기 상황에서 실은 가장 심각한 요구에 있어서 철학과 긴 한

연 을 맺게 된다고 악한다. 실의 기는 실을 비 하는 철학을

요구하고 ‘우리의 철학’은 그 실의 비 을 떠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120)

는 실존으로 악하면서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에서 ‘우리-내-존재’로 철학

회를 시도하 다고 주장한다.(김항, 의 ,2009,212쪽.)하지만 박종홍에게

있어서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룩하여야 하는 운명공동체라

는 의미이다.따라서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에서 ‘우리-내-존재’보다는 ‘민족-

내-존재’로의 회가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119)『 집』1권,「우리의 실과 철학」,386쪽.

120) 와 같은 책,같은 ,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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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우리의 철학은 이때의 우리들의 역사 이며 사회 인 이 실 속

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며 이 실에 한 다할 모르는 애착과 고민

으로부터 용솟음쳐 나오는 문제를 철 하게 추구하며 해결하려는 것이

한 곧 우리의 철학인 것이올시다.과연 우리의 실이 우리의 철학을

낳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기는 철 하게 극복될 수 없는 것이요,우

리의 철학이 우리의 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참된 우리의 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121)

여기서 박종홍은 보다 명확하게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실’에 뿌

리를 내리고 있음을 강조한다.그에 의하면 우리의 역사 이고 사회 인

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우리의 철학’은 실의 박한 기 상

황을 철 하게 해결할 수 없다.‘우리의 철학’은 ‘우리의 실’에 한 다

할 모르는 애착과 고민으로부터 필연 으로 용솟음쳐 나오는 것으로,

실의 문제에 한 가장 철 한 추궁과 가장 철 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라는 민족의 억울한 실로부터 철학을 결심하게 되었

던 것은 단지 박종홍만의 특징이 아니었다.이러한 민족주의 동기는

그때 당시의 철학자라면 그 구라도 외면할 수 없는 시 가 부여한 사

명이었다.122)박치우의 경우,그가 악하고 있는 실은 한마디로 기

그 자체 다.『철학』2호에 실린 박치우의 「 기의 철학」(1934.4.1)이

라는 에 의하면,“ 기에 있다는 것, 기에 산다는 것, 기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것들은 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과된 불가피한 운

명”123)이었다.

121) 와 같은 책,같은 ,399쪽.

122)정종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연구에 의하면 3·1운동에 직 혹은 간 으로

가담함으로써 역사 사건의 민족 수난을 겪었던 사실이 한국의 여러 철학자

들이 철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 다.정종,「한국 철학자의 철학연구의

동기에 한 고구」,『백성욱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1959,832〜833쪽 참

조.

123)윤 석·윤미란 편,『사상과 실』(박치우 집),인하 학교출 부,201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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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우에 의하면 여기서 기는 “개체 모순이 주체 으로 악되

는 특정의 시기”즉 “모순이 모순 으로 악되는 시간”이다.따라서

기의 극복은 이러한 모순의 해결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치우는 해

결의 방법이 “‘실천’을 내놓고는 없다”고 주장한다.124)즉,실천에 의하여

서만이 모순이 해결되고 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홍도 인

간의 감성 사회 실천을 강조하면서 실 존재로서의 인간을 ‘철학

하는 것’의 출발 이자 실천 지반으로 간주한다.

박종홍은 하이데거 철학에 이러한 구체 인 실 사회에 한 극

인 실천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일면 추상 ’임을 악하고는 결국은

하이데거 철학에 한 연구를 그만두기에 이른다.

Heidegger는 선구 결단성에 의하여 탈환된 본래 인 자기 존재를 통

하여 비로소 본래 인 공동 존재가 생겨진다고 보려는 것을 여기서 주

의하고 싶다.향내 인 고독한 나는 여기서도 다시 사회로 나올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음을 본다.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가 어

떻게 개될 것인가.일상 세속 인 실사회의 퇴폐성을 척결 부정

하는 면이 매우 세찬 데 비하여 본래 인 실존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새로운 사회에 한 극 인 건설성이 희박함을 지 아니할 수가

없다.더구나 구체 인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는

아직은 Heidegger에 있어서 찾아볼 길이 없다.125)

박종홍이 보는 하이데거 철학의 부족함은 바로 어떻게 구체 인 행

동으로 새로운 사회에 하여 극 으로 건설할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

지 않는 것이다. 한 선구 인 결단성에 의하여 세상 사람으로부터 본

래 인 자기 존재를 탈환하는 과정은 무나 향내 인 나머지 다시 사회

로 나올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다.지극히 개인 인 자각만을 강조하는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124) 와 같은 책,60〜61쪽.

125)『 집』2권,「향내 실 악의 유형」,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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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비 은 신남철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하이데거의 실존철학,논자]은 새로운 하나의 형이상학이 가능하

다고 하는 모든 내 인 련을 건축 으로 한계 짓는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이 방법은 단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설사 그것이 일견

어떠한 반사회 인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그리하여 순수

철학 이론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그것은 사회 계에서 자신을

고립시켜 그 속에서 썩고 있는 온갖 사악과 모순을 조용히 바라보고

해석만 하는 불안한 개인의 인간 존재를 분석만 하려는 철학에 불과

한 것이다.126)

문으로부터 신남철도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을 ‘불안한 개인의

인간 존재를 분석만 하려고 한 철학’이라고 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이는 두 사람 모두 식민지 실에 부합하는 철학을 고민하는 지식인

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들에게 있어

서 당시의 민족이 직면한 사회 기는 결코 순수한 개인의 실존 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게 박종홍을 포함한 당시의 철학도들은 당시 유행하 던 서양

철학의 사조인 실존철학을 그 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게 되었다.게다가 통사상으로부터 완 히 단 된 상태에서,그 다

고 독자 으로 ‘우리의 철학’을 새롭게 정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박종

홍이 찾은 최선의 방법은,서양철학에서 조선의 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비 하고 수정하는 비 인 철학함이었

다.그리고 신남철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경도되었고 해방 후에는 실천

인 투쟁에 뛰어듦으로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궁극 인 목표는 일치하 다.모두 조선이라는 나

라의 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라는 억울한 실로부터 민족을

126)신남철 지음,김재 해제,『역사철학』,이제이북스,2010,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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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박종홍은 정치 독립과 경제 인 자립이 가능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토 로 되는 사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악하 다.따라서 그는 일제의 식민통치 하의 민족의 박한

기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철학’을

확립하여야 함을 강조하 다.그에게 있어서 ‘우리의 철학’은 실에

한 애착과 고뇌를 가지고 육박하여 고들어 필연 으로 솟아나오는 것

이지 결코 “공막한 인간학”127)일 수는 없었다.

127)『 집』1권,「<우리>와 우리철학 건설의 길」,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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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서양 철학에 한 연구

해방과 더불어 조선이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면서 박

종홍의 학문 심은 ‘민족의 독립’에서 ‘민족의 발 ’,즉 새로운 민족

국가의 건설로 옮겨간다.박종홍이 보기에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은 갓

독립한 조선에 부여된 시 과제 다.하지만 해방공간에서의 새로운

민족국가의 이념을 창출하기 한 좌 와 우 의 립과 투쟁은 치열하

다.이러한 정치 실 속에서 박종홍은 신 하게 처신하면서 강의와

술활동을 비롯한 학교육에 힘썼다.이러한 시도는 그때 당시의 많은

청년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주었고 깊은 호소력을 발휘하 다.

“혼자만 서재에 갇 잠잠히 연구하지 않고 나라의 정신 향상을

해 은이의 양심에 호소하고 남과 더불어 서로 고무하는 사색이 그

(박종홍)의 스타일이었다.철학 공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많

은 제자들이 자기네 스승은 까맣게 잊어도 졸업 후 수십 년이 되도록 박

종홍 선생을 사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128)고 하는 제자의 말로부

터 박종홍이 민족국가의 발 을 한 철학함을 강조하 고 제자들에게

큰 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박종홍은 우선 논리학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자 시도하 는데 이는

해방 직후 한반도의 시 실과 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일제의 탄

압에서 벗어나 해방공간에서 철학자들은 사상·학문·정치 활동의 자유를

구가하 지만 곧 분단을 거치면서 “통일된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

·민 염원이 일부 친일 와 지배 계 그리고 강 국의 헤게모니에

의해 좌 되면서 이데올로기의 폭넓은 지형이 축소·왜곡·재편되었다.”129)

128)조가경,「언제나 제자를 앞세우며」,『스승의 길』,243쪽.

129)김재 ,『한국 사회철학의 수용과 개』,동녘,20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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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가 립하고 남·북한이 분열되는 당시의 혼잡한 정치

실에서 박종홍은 강의와 술활동 즉,순수한 학문연구에만 깊이 몰두하

면서 자신의 정치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시론 같은 은 거의 쓰

지 않고 있다.그만큼 정치 립이 치열하 고 그러한 실이 처신

에 한 신 함을 요구하 음을 알 수 있다.그 다면 박종홍의 순수한

학문연구가 구체 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논리학의 기 인 『일반논리학』(1948,백 사)을 출간하면서 박종

홍은,머리말에 이 게 쓰고 있다.“일반논리학의 이론만을 간단히 용

함으로써 모든 학문의 방법이 쉽사리 으로 완비되리라고 생각할 수

가 없고,실로 모든 학문의 방법은 인식논리학,변증법 논리학이 반

으로 구명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에 확립될 것”130)이라고 주장하면

서 일반논리학 외에도 인식논리학과 변증법 논리학의 술을 계획하

다.

결론에서는 일반논리학의 한계를 ‘논증의 논리,발견의 논리에 국한

된’ 에서 찾으면서 박종홍은 실의 시 과제는 창조,발명의 논리

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박종홍은 “종래의 일반논리는 창조의 논리

에까지 진함으로써 일반논리의 기본 인 역이 비로소 으로 다루

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그러나 창조의 논리의 확립과 심화는 한 인

식논리와 변증법 논리의 구명을 거쳐 다시 완수될 수 있을 것”131)이

라고 악하면서 일반논리학,인식논리학,변증법 논리학에서 창조의

논리에 이르는 체계 인 술을 기획하 다.

하지만 『인식논리학』(1953,백 사)을 제외한 나머지 술은 생

에 출간하지 못하 고 그 에서 『변증법 논리』(1977)만이 박종홍이

타계한 후 제자들에 의하여 간행되었다.그리고 박종홍의 유고에 따르면,

변증법 논리에 이어 역(易)의 논리를 술한 뒤에 창조의 논리를 내세

움으로써 논리학의 체계를 마무리하고자 시도하 지만 역의 논리와 창조

130)『 집』3권,「일반논리학」,6쪽.

131)『 집』3권,「일반논리학」,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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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에 해서는 일부 자료와 메모만 남아 있고 정리된 원고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악하기 어렵다.

박종홍이 이처럼 논리학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고심하 던 것은 그

의 논리학에 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그는 논리학을 모든 학문의 방법

을 확립하는 기 인 이론으로 악하 다.따라서 논리학의 반 이

고 체계 인 구명이 이루어진 뒤에라야 비로소 학문의 방법이 밝 지는

것이다.박종홍은 논리학 에서도 특히 변증법에 주목하는데 유의 논리

(dieLogikdesSeins),본질의 논리(dieLogikdesWesens),개념의 논

리(dieLogikdesBegriffs)로 구성된 헤겔의 변증법 논리에 하여 자

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본질은 유의 제1차 부정이요,개념은 제2차 부정,즉 유의 부정의

부정이다.그러므로 개념은 재건(再建)된 유다.단순한 직 성으로서의

유로 귀환한 본질이다.그러나 이미 지양의 과정을 밟은 것이므로 처음

의 유나 본질 그 로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개념은 일반으로 유와

본질에 하여 는 직 인 것과 반 에 하여 첫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그러한 한에 있어서 유와 본질은 개념 생성에 있어서

의 두 계기인 것이다.그리하여 유와 본질은 개념 속으로 몰락

(untergehen)하여 보유(erhalten)되어 있다.개념은 유와 본질의 성과이

므로 이 양자는 개념 속에 고양(高揚)된 형태로서[로써]보유되어 있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개념은 유와 본질의 종합 통일이요 그들의 진

리다.132)

이 게 박종홍은 유에 한 부정을 본질로,유에 한 부정의 부정

즉 재건된 유를 개념으로 악한다.그에 의하면 개념은 직 인 유와

반 된 본질로부터 생성된 것으로서 이 게 생성된 개념 속에는 유와 본

질이 ‘몰락(untergehen)’하여 ‘고양(高揚)된 형태’로 ‘보유(erhalten)’되어

있다.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개념은 ‘유와 본질의 성과’이고 유

132)『 집』3권,「변증법 논리」,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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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본질이 종합 통일된 것이며 유와 본질의 진리인 것이다.

여기서 유를 정(正)이라고 하면 유에 한 부정인 본질은 반(反)이

된다.그리고 이러한 유와 본질의 종합 통일 즉 합(合)이 바로 개념인 것

이다.박종홍은 “유의 변증법은 유의 이행(移行)을 다루었고 본질의 변증

법은 반 (反映) 계를 다루었으며 개념의 변증법은 그 립 계가 다시

유의 이행으로 귀환하여 진행되는 발 (Entwicklung)을 다루는 것을 그

의 특색으로 한다”133)고 악하면서 합으로서의 개념의 변증법을 주목한

다.

하지만 헤겔의 “개념의 변증법”에 한 고찰과 결론에 해당하는

“ 철학과 변증법”부분이 미완의 작업으로 남겨짐으로 하여 박종홍이

헤겔의 변증법에 한 고찰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 고

변증법과 철학을 어떻게 연 짓고 있는지에 한 보다 정확한 악

은 어렵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 그가 헤겔의 변증법에

한 고찰로부터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의 틀을 강조하고 있음은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박종홍은 이러한 정반합의 변증법의

틀을 극 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확립함에 있어서 변증법

인 구도를 갖추고자 시도하 다.그는 서양 철학에 한 고찰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상과 한국유학사상을 포함한 통사상에 한 해석 나

아가 한국사상을 새롭게 확립함에 있어서도 시종일 변증법의 틀

을 바탕에 깔아둠으로써 변증법 인 철학함을 견지하 다.

이러한 논리학에 한 술 외에 박종홍은 서울 학교에서의 철학

개론 강의내용에 근거하여 『철학개론강의』(1953,한국 학통신교육출

부)를 출간하 고 이에 근거하여 이듬해에 서양철학에 한 개 인

해설서로 『철학개설』(1954,백 사)을 출간하 다.철학이란 무엇인가

에 한 고찰로부터 시작하는 『철학개설』은 그때 당시의 최신 연구 성

과까지 수용한 술로서 무엇보다 서양철학에 한 박종홍의 이 잘

133) 와 같은 책,같은 ,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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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되어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철학개설』에 반 된 것이 수입된 최신 연구 성과라면,박종홍은

1955년 9월부터 1956년 8월까지 1년간 미네소타 학에서 연구하면서

서양 철학의 최신 연구동향,특히 과학철학의 연구동향을 직 체험

하게 되었다.거기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철학 회

(1958)에 참여하 던 박종홍은 돌연히 한국사상 연구에 본격 으로 돌입

하게 되었는데,이 장에서는 박종홍의 서양 철학에 한 연구를 집

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철학 심이 서양철학에서 한국사상으로

환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인지에 하여 밝히고자 한다.

1.‘철학’이란 무엇인가

(1)근 학문으로서의 철학

한국에 있어서 근 인 학문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일본에

의하여 이식되는 과정 속에서 성립되었다.서양철학에 한 수용도 경성

제국 학의 설립(1924)으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박종홍은 선과생

으로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하여(1929.4)정규 인 철학

교육을 받았다.그는 철학·철학사 공을 선택하여 본격 으로 철학 즉

서양철학을 배웠고 하이데거의 철학에 한 연구로 졸업논문을 썼다.

따라서 근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한 박종홍의 이해를 악하

려면 그가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철학과에 재직

하고 있었던 교수들의 철학 경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

러한 일본인 교수들의 철학 경향은 상당부분 일본에 있어서 서양철학

의 수용상황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우선 1920〜1930년 일본의 서양

철학에 한 수용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암 철학총서’의 간행과 더불어 일본 사상계에서는 ‘철학서 유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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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리게 되었고 1920년 에는 철학이 ‘교양’과 결부되면서 ‘철학연

구’의 황 시 인 ‘교양주의’시 가 도래하 다. 한 “1920,30년 의 아

카데미에 있어서는 정 13년[1924년,필자 주]칸트 탄생 200주년 때에

정에 달한 칸트연구를 기 로,후설의 상학,딜타이·짐멜 등의 생의

철학,하이데거·셸러 등의 실존철학이 도입,연구되었고 1930년 에는

헤겔 부흥이 큰 조류가 되었다.”그리고 하이데거 철학의 도입은 “1930

년 에 들어 지배 인 경향”으로까지 보 다.134)

이러한 근 학문 수용의 심에는 동경제국 학이 있었다.박종

홍의 경성제국 학 재학 당시 철학·철학사 공을 가르쳤던 아베 요시시

게(安倍能成,1883~1966),미야모토 와키치(宮本和吉,1883〜1972),다나

베 시게조(田邊重三)는 모두 동경제국 학 철학과 출신이었다.그 에

서 ‘암 철학총서’의 편집자 던 아베는 서양철학사와 칸트,스피노자에

한 강의를 하 고 박종홍의 지도교수 던 미야모토는 인식론,독일

념론 등을 강의하 으며 다나베는 타노,후설 등을 강의하 다.

박종홍은 이러한 일본인 교수들의 지도하에 근 인 학문으로서의

서양철학을 열심히 배우고 수용하 다.그 다면 그가 철학을 어떻게 인

식하고 있었는지 아래에 살펴본다.

철 한 무지(無知)의 자각으로부터 진지(眞知)에 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니,이 진지에 한 갈망이 다름아닌 철학 요구요,그 진지를 사

랑함이 곧 Philosophia(Philos愛,Sophia知)즉 철학의 본령인 것이

다.135)

박종홍이 보기에 진지에 한 갈망이 바로 철학 요구이고 진지를

사랑함이 철학의 본령이다.그는 그리스어를 그 로 해석하면서 진지를

사랑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보았다.하지만 진지가 무지를 상 한 말인

134)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엮음,이수정 역,『일본근 철학사』,생각의

나무,2001,298,334〜335쪽.

135)『 집』2권,「철학개설」,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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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철학에는 반드시 무지에 한 자각이 제되어야 한다.무지에

한 철 한 자각이 없다면 진지에 한 갈망도,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 게 박종홍은 철학에 있어서 ‘자각’을 무엇보다 요한 것으

로 내세운다.그는 서구 근 철학의 형성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개인의

자각이 요하 음을 강조한다.

<나>라는 인간을 사색의 출발 으로 한 것이 한 근 철학의 특색이

었다.그것이 감성 경험 인 나이건,이성 합리 인 나이건,나라는

인간의 힘에서 철학의 출발 을 찾으려 하 다.그 기에 근 철학사

를 바로 <나>의 자각사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136)

이 게 박종홍은 ‘나’라는 인간을 사색의 출발 으로 하면서 인간의

힘에 한 자각을 서구 근 철학의 발단으로 악한다.근 가 과학기술

의 발 과 더불어 인간의 힘이 극 으로 발휘되었던 시 인 만큼 근

철학은 인간의 힘에 한 자각을 사색의 출발 으로 삼았던 것이다.박

종홍에 의하면 근 철학사를 ‘<나>의 자각사’라 할 정도로,자각은 근

철학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요한 것이었다.

철학하는 것은 인간의 실 생활 자체의 내부로부터 무가내하로 솟

아나는 근본 요구에 기인하는 것이요,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사람은 자연 인 본능만으로써 살 수는 없다.그것을 자각하고 그

에 한 일정한 태도를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취하고 있는 것이니,철

학 요구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버릴 수 없는

것이다. …… 우리는 근심걱정이 없기 때문에 철학이라도 하여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나 고난에 찬 인생이기 때문에 철학이 요구되는

것이요,무사태평한 시 이니까 심심풀이로 철학 이론이나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무나 다사다난한 비상시니까 철학을 아니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137)

136)『 집』2권,「 환하는 철학」,4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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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인간이 살아있는 한, 실 생활 자체의 내부로부터 어쩔

수 없이 솟아나는 근본 요구로부터 철학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박종홍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연 인 본능 외의 것(사회

인 문제 등)을 자각하고 거기에 하여 일정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

을 철학 요구라고 악한다.더욱이 고난에 찬 ‘우리’의 인생이고 사회

가 무나 다사다난한 비상시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학을 하지 않

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 다면 박종홍에게 있어서 철학과 실은 어떤

계를 가지는 것인지 아래에 살펴본다.

(2)철학과 실의 계

철학은 본래가 실과 유리할 수 없는 학문이다.…… 제아무리 심오한

사색이요 장엄한 이론의 체계라 할지라도 하등 우리의 실 생활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유해무익한 헛된 도

로(徒勞)에 불과할 것이다.그러므로 종래의 일부 철학이 마치 비속하

다고 발을 떼었던 지의 이 실을 다시 그리워하여 찾게 되었고 내

버렸던 우리의 실 생활에 새로운 애착을 가지고 육박하여 고들

어 다시 피끓는 힘의 철학을 찾아내려는 것이 체로 보아 인의

진정한 염원인 것이다.138)

이는 철학과 실의 계에 한 박종홍의 견해를 집 으로 보여

주는 목이다.박종홍은 철학과 실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계로

악하면서 철학이 일단 실을 떠나서 실 생활을 좌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심오한 사색이고 장엄한 이론체계라 할지라도 결국 헛된 것이 되

어버린다는 것이다.박종홍은 실 생활에 새로운 애착을 가지고 깊이

고들어야만 피 끓는 힘의 철학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인

137)『 집』2권,「철학개설」,145쪽.

138)『 집』2권,「철학개설」,151〜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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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찾고자 하는 철학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박종홍이 직면하 던 실은 시 에 따라 변화하 다.식민

지 실에서 박종홍은 근 학문으로서의 서양철학을 수용하면서

식민지 실을 제 로 악하고 변화하고자 시도하 다.그러다가 일제

의 투항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해방공간에서 박종홍은 좌·우의 혼

잡한 정치 실 속에서 갈등하면서 순수 학문에 한 강의와 술에

집 하 다.

6.25 쟁 이후에는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하루빨리 건설과 발 을

이 내야 하는 것이 한민국의 사회 실이었다.박종홍은 이러한 사

회 실에 기반을 둔,피 끓는 힘의 철학을 모색함으로써 민족 나아가

국가의 발 에 기여하고자 시도하 다.야스퍼스의 ‘어 간한 철학은

실을 떠나지만 진정한 철학은 실로 돌아온다(HalbePhilosophieführt

vonderWirklichkeitfort,ganzezuihrhin.)’를 힘주어 강조하 던 박

종홍이 보기에 이러한 실에서 용솟음쳐 나온 철학이야말로 의 진

정한 철학이었다.

2.서양 철학의 두 가지 경향

앞에서 박종홍이 철학에 있어서 자각의 요성을 강조함을 살펴보

았다.그 다면 자각이란 구체 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아래에 살펴

보도록 한다.

자각이라면 우리는 먼 자기내반성(自己內反省),자기내침잠(自己內沈

潛)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자각이란 반드시 자기 속으로 움츠려 기어들

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안으로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오

히려 밖으로 나를 내세움으로써 내가 나를 알게 되는 면이 있다고 하

겠다.…… 동일한 사태에 있어서도 그 하는 사람에 따라 심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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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향하기 쉬운 사람도 있고,도리어 안으로 자기부터 반성하려는 사

람도 있을 것이나, 체로 보아 나의 자각보다도 외계에 한 심이

앞선다 할 수 있고,자각에 있어서도 자기내반성으로부터 시작한다기보

다는 외 계,특히 불여의(不如意)등으로 인하여 비로소 나를 생

각하게 됨이 사일 것이다.139)

이 게 박종홍은 자각에 자기내반성 즉 자기 안으로 반성하는 면과

외 계 즉 밖으로 나를 내세움으로써 다시 나를 생각하게 되는 면

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악한다.그리고 외부의 동일한 사태에 한

심 즉 실에 한 악도 안으로 자기부터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

면 심이 곧 외계로 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박종홍은 자각이

나 실 악에 있어서 모두 후자의 경우가 사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자각과 실 악 모두 안으로 반성하는 면 혹은 외부

에 한 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 인 면 한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그 다면 이러한 자각과 실 악 사이는 어떤 계인

지 아래에 살펴본다.

상 연 의 일부분일 수 없는 주체의 해명,즉 자각은 실 악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오히려 그의 주축이 된다고 하여

무방할 것이다.자각이라고 하여 직 인 자기내 반성만을 의미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 악이라고 하여 외 인 상의 면에만

여함으로써 족한 것이 아니다.아니,철학하는 데 있어서는 자각이

곧 실 악의 과정이요, 실 악이 다름아닌 자각의 계제(階梯)가 되

는 것임을 주의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 실의 자각을 철학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140)

이로부터 박종홍이 철학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각이 곧 실 악이

139)『 집』2권,「자각의 두 방향」,45〜46쪽.

140)『 집』2권,「 실 악의 두 방향」,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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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 악이 다름 아닌 자각의 단계가 된다고 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자각은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만을 의미할 수 없고 실 악 한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만 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안으로 들어

오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 반 되는 과정으로서 안으로 들어옴

이 없으면 밖으로 나감이 없고 밖으로 나감이 없을 때 안으로 들어올 수

도 없다.박종홍은 이러한 자각과 실 악을 하게 뒤섞어 실의

자각을 철학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서의 실 악과 안으로 들어오는 것

으로서의 자각은 서로 반 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원심(遠心)과 구심

(求心)과 같이 하나는 심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는 심을 향하여 가

까워지고자 한다.이러한 원심과 구심의 두 힘은 자각과 실 악이라는

작은 원 안에서만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큰 원 안에서도 같이 작용한

다.박종홍은 이러한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의 다른

표 으로 향외 (向外的)과 향내 (向內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41)

박종홍에 의하면 향외 과 향내 이라는 말은 사실 인간의 심리를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 었던 스 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융

(CarlGustavJung,1875〜1961)의 이론으로부터 시사를 받은 것이다.

그가 보기에 내향형이 인격 활동을 내부로 집 시켜 자신의 사고,감정,

상상 속에서 가치를 찾는 반면에 외향형은 외부의 가치를 무조건

으로 인정하면서 모든 객 사물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객

인 내 세계 이상으로 실 인 것으로 악한다.142)

인간심리의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 지만 박종홍은 외향형은 실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고 내향형은 실을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보았다.

141)조희 에 의하면,박종홍이 향내와 향외를 설명하는 논리가 일본의 문 평론가

다나카 코우지(田中幸治)의 (『「罪と罰」の世界への入口』의 97쪽)과 매우 흡

사하다.(조희 ,「 한·일 철학사상의 비교연구」,『용 논총』12집,1982,19

〜20쪽 참조.)외향·내향 그리고 원심·구심 등 같은 용어로 동일한 논지가 개되

어 있는 으로부터 박종홍이 다나카의 에서 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

측을 해본다.

142) 와 같은 책,같은 ,190〜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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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 악의 방향이 하나는 밖으로,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것으로 해

석하면서 이것을 철학함에 있어서의 두 가지 태도 즉 향외 태도와 향

내 태도로 규정한다.향내 태도의 철학함은 인간의 실을 근원 으

로 응시하면서 이를 내가 사유하면서 나 자신과 교섭하는 방식으로 악

한다면,향외 태도의 철학함은 실을 환경과의 행동 인 교섭으로 환

경을 변화시키는 극 이고 구체 인 실천으로 악한다.

박종홍은 사회가 기와 불안에 처하 을 때에 향내 인 태도가

시되고 반면에 사회가 흥성하고 발 할 때에 향외 인 태도가 우세한다

고 여기면서 향내 인 철학함의 로 고 그리스 말엽의 자 자족(自慰

自足)사상 근 기의 종교개 과 독일의 신비주의를,향외 인 철

학함의 로 고 그리스 성기의 궤변론자들(Sophistai)의 사상 근

기의 문 부흥 시기의 이탈리아의 사상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홍에 의하면 인간의 힘에 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하 던 근

철학은 결국 주체로써 찾은 ‘나’가 합리 인 일반성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생명의 철학으로 해명을 시도하 지만 결국 나 자신

의 내면 고민이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이에

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실존으로서의 ‘나’를 문제 삼게 되었고 “실존의

내면 인 성실성을 갈 곳까지 추궁하여 본 것이 바로 철학”143)이라

고 한다.

이러한 실존주의 경향은 1차 세계 을 계기로 독일에서 하이데거

나 야스퍼스에 의하여 논의되기 시작하 다.그리고 2차 세계 을 겪

으면서는 승국이든 패 국이든 상 없이 모두 쟁의 고통 속에서 몸

부림치면서 주체의 내면 성실성에 호소하는 실존사상에 주목하게 되었

다.실존사상은 논리 인 면보다는 오히려 정서 인 면을 강조하고 외부

의 상세계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 인 내면

생활에서 보다 참된 실을 보려고 시도한다.

이와 반 로 시행착오 인 경험에 한 의존을 부정하면서 어디까

143)『 집』2권,「 환하는 철학」,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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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철두철미하게 합리 인 면에 치 하면서 과학 인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과학철학 사상이다.자연발생 인 모호한 용어를 철 하게 배

격하고 엄격하게 규정된 인공기호를 채택하여 가능한 한에 있어서 수학

인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과학철학의 특징이다.

박종홍에 의하면 과학철학 사상은 국과 미국을 심으로 하여 오스트

리아(비엔나 학 )등의 나라에 보 되었고 넓은 의미에서 변증법 유

물론도 포함된다.

박종홍은 이 게 철학의 조류를 크게 실존철학 인 경향과 과

학철학 인 경향의 두 가지로 나 다.실존사상이 향내 인 것으로 인간

의 내면으로 기어들면서 실을 악하고자 하 다면,과학철학은 향외

인 것으로 외부의 세계를 나에 한 상으로 악한다.하지만 이러

한 실존사상과 과학철학은 서로 각기 향내 으로 그리고 향외 으로 갈

곳까지 가 본 결과 모두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부득불 방향을 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

고자 한다.

(1) 환하는 실존사상144)

박종홍에 의하면 덴마크의 키에르 고르(Soören Aabye

Kierkegaard,1813〜1855)와 독일의 니체(FriedrichWilhelm Nietzsche,

1844〜1900)를 선구자로 하는 실존철학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고난 속

에서 몸부림치면서 생겨난 사상인 만큼, 상세계가 아닌 성실한 나의

주체 인 내면생활에서 참된 실을 보려고 노력한다.실존사상은 과학

철학의 논리 인 면보다는 비합리 인 정서 인 면을 강조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144)아래의 환하는 실존사상에 한 부분은『 집』2권의 「향내 실 악의

유형」에서 264쪽부터 300쪽까지 그리고 「 환하는 철학」이라는

에서 네 번째 부분인 “ 환하는 실존사상”부분 즉 471쪽부터 475쪽까지의 내용

을 참조하 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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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종홍은 고독이니 외자이니 하여도 실존 역시 타자와의

계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악한다.‘나’아닌 키에르 고르의

고독한 실존도 자와 단 이라는 독특한 계 하에서만 비로소 성립

되는 실존이었고,하이데거의 존재 역시 세계-내-존재로서 이미 세계

와의 계 속에 있는 존재 던 것이다.인간이 철학 으로 사유하는 것

도 존재가 인간으로 하여 생각하게끔 말을 건넴으로써 이에 하여 응

답을 하기 하여 고민하는 것이다.실존이 실존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은 바로 이러한 계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박종홍에 의하면 야스퍼스(KarlJaspers,1883〜1969)의 실존철학도

화(Kommunikation)라는 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그

는 야스퍼스의 실존을 한 ‘사랑의 싸움(derliebendeKampf)’을 “나 자

신의 실존을 하여 동시에 타인의 실존을 하여 서로 각자의 본질 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는 동 인 싸움”145)이라고 해석한다.아무리 고

독한 외자로서의 개별 인 실존이라도 바닥에 있어서 오히려 세계성

을 띠는 계를 가짐으로써 세계와의 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념에 있어서의 세계성으로부터 행동 인 실존에 주목하면

서 인류와의 연 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사르트르(JeanPaulSartre,

1905〜1980)의 사회에 참여하는 실존이었다.박종홍은 사르트르에 있어

서의 ‘나’를 개인 인 존재가 아니라 인류와 뗄 수 없는 연 성을 가

지고 있는,사회에 참여하는 행동 인 실존으로 악한다.그리고 실

인 사회에 있어서의 실존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이론 으로 밝히고자 시

도한 것이 바로 사르트르의 『변증법 이성비 』이라는 것이다.

박종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마르셀(Gabriel

Marcel,1889〜1973)의 실존철학이라고 평가한다.마르셀에 의하면 우리

는 보편 으로 객 화하기에는 무나 깊고 인격 인 내면 연 성에

있어서 타자와 만나는데 나와 상 자는 하나의 ‘우리’가 되어 가장 내면

인 변 을 일으킴으로써 상 자는 ‘그 ’가 된다.박종홍에 의하면 이

145)『 집』2권,「 환하는 철학」,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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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비로소 진정한 교제 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성실한 정도에

따라 그만큼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존사상의 발 양상으로부터 박종홍은 실존사상이 계를

요시하면서 홀로 인간의 내면으로 기어들던 고독한 외자로서의 모습

을 버리고 차 구체 인 실사회에서 실존의 면목을 살리고자 환하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는 사르트르의 『변증법 이

성비 』을 높이 평가하면서 실존사상이 무엇보다도 구체 인 실사회

에서의 계를 시하면서 새로운 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2) 환하는 과학철학146)

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종홍은 계에 한 시로부터 실존사상이

새로운 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악한다.그는 실체에 한 심으로부

터 계를 요하게 다루게 된 것을 철학에 있어서의 공통 인 특징

으로 주목한다.이는 박종홍의 독창 인 견해가 아니고 그가 “ 과학

철학의 선구자의 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147)이라고 보는 카시

러(ErnstCassirer,1874〜1945)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박종홍은 카

시러가 물이나 불과 같은 실체개념보다는 상과 주체 사이의 계를 나

타내는 계개념을 다루는 것을 사상의 특색으로 간주하 다고 주

장한다.

박종홍에 의하면 어떤 물체뿐만 아니라 물체들 사이의 상호 계까

지 직 으로 알게 되는 것을 제임스(William James,1842〜1910)는 근

본경험(RadicalEmpiricism)이라고 주장하 고 이러한 제임스의 실용주

의(Pragmatism)를 계승한 듀이(JohnDewey,1859〜1952)는 근본경험론

146)아래의 환하는 과학철학에 한 부분은『 집』2권의 「향외 실 악의

유형」에서 208쪽부터 225쪽까지 그리고 「 환하는 철학」이라는

에서 세 번째 부분인 “ 환하는 과학철학”부분 즉 464쪽부터 471쪽까지의 내용

을 참조하 음을 밝 둔다.

147)『 집』2권,「 환하는 철학」,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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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층 더 개시켜 시간 으로 볼 때 경험 속에 이미 미래에 한 방

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듀이에게 있어서 앎은 상에 한 묘

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악하여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는 것이었

다.

미결정 인 것을 결정 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듀이가 말

하는 탐구라고 악하는 박종홍은 이러한 사상이 리지먼(Percy

WilliamsBridgman,1882〜1961)의 조작주의(Operationism)에서 더욱 명

확한 하나의 과학 인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악한다.박종홍에 의하면

조작주의는 어떤 상을 악하기 하여 인 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 보는,보다 능동 인 탐구활동을 강조한다.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계를 심으로 하는 과학 연구방법이라고 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를 요시하는 사상은 의 기호논리에서 가

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막연한 일상용어 신에 인공기호까지 사용하면

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의 계를 가장 뚜렷하게 정 하게 논리 으로 다

루고자 시도하는데 박종홍은 이것이 바로 과학철학의 장 이라고

내세운다.그러나 오로지 합리 인 과학성만을 고집한 채 인공기호로 나

타낼 수 없는 모든 것을 과학 인 역 밖의 것으로 간주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윤리 요구는 가치문제를 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박종홍은 라일(Gilbert Ryle, 1900〜1976), 와이즈만

(FriedrichWaismann,1896〜1959),스트로손(PeterFrederickStrawson,

1919〜2006)으로 표되는 옥스퍼드의 분석학 가 인공기호를 부정하고

다시 일상용어의 분석을 주장하 음에 주목한다.윤리학자 헤어(Richard

MervynHare,1919〜2002)는 가치명제 즉 정서 인 언어의 분석까지도

과학철학의 논리 이고 객 인 방법으로 합리 으로 다루려고 시도하

다.

박종홍에 의하면 계를 시하는 이러한 의 사고방식은 자연

스럽게 자극에 한 반응 계를 주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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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생물이나 기계로까지 미치게 되었다.인간의

과학 인 사고방식이 계를 자동 으로 조 하는 기계를 성공 으로 만

들어냄으로써 굳이 인간이 조종하지 않아도 외부의 자극에 하여

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NorbertWiener,1894〜

1964)에 의하면 기계의 교묘함에만 정신이 팔려서 인간의 동기와 도의

념이 도외시되고 인간은 정신 인 비극의 심연 속으로 거침없이 빠져버

렸다.

박종홍은 과학철학의 사상이 갈 곳까지 가 본 결과 이상이나 신념

은 사라지고 과학과 기술만이 외곬으로 발달하 을 뿐이라고 악한다.

결국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 구실을 못하는 자기소외 심지어 핵무기

등으로 인류 멸망의 시 인 비극까지 래하게 된 것이다. 가 자

랑하는 과학 인 사고방식은 인간이 기계를 조 하던 것으로부터 오히려

기계에 의하여 조 당하고 을 느끼는 비극 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

다.

박종홍이 보기에 과학철학도 언제까지나 인간의 향내 인 실존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밖으로 향하던 사고방식이 차 방향을 환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그는 논리 경험주의가 가치를 다루고 일상

용어의 분석에 치 하는 학 가 하나의 주류를 형성하며 있다는 사실 자

체가 과학철학의 새로운 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악한다.여기에

미 철학계에서 실존철학자들의 서가 번역되고 하이데거 등에 한 연

구논문이나 술들이 많아지는 들이 이러한 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이 게 서양의 철학이 비록 근 의 인간 심의 사상을 계승하

여 실존사상으로 발 시킴으로써 향내 인 방향으로 끝까지 고 가본

결과 세계성을 띠게 되었고 세계성의 합리화 작업으로 환하고 있으며,

객 이고 합리 인 면만을 강조하는 향외 인 과학철학도 과학기술이

래한 비극을 막고자 다시 인간의 내면 인 비합리 인 면을 돌아보

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박종홍은 향내 인 사상과 향외 인 사상이

결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서로 반 인 방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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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시도하고 있는 으로부터 ‘안 을 넘나드는 새로운 계의 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게끔 되었다’고 악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안 을 넘나드는 사상을 찾아야 함을 내세운다.

3.새로운 환에 한 모색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종홍은 서구의 철학 즉 실존사상과

과학철학이 모두 한계에 직면하 고 새로운 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악한다.향내 인 실존사상은 허무의 고독에서 벗어나 실 인 인간사

회에 한 극 이고 구체 인 기여를 시도하고 있고,향외 인 과학철

학은 인류의 비극 인 운명 앞에서 인간의 이상(理想)을 무시할 수가 없

었던 것이다.그 다면 새로운 환은 구체 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인지 아래에 살펴보도록 한다.

(1)새로운 길에 한 모색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다름 아닌 진리다.그리고 존재가 드러나게끔 하

는 것이 존재 자체인 것과 같이,존재가 은폐되어 존재 망각 속에서 사

색을 하게 되는 것도 다름 아닌 존재 자체로부터 시켜지는 일이라고

하이데거는 생각한다.…… 기술 자체라든가,원자폭탄 자체라든가가

그 로 의 인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본질>이 존재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몰라보고 인간이 제 스스로 지의 주인인 양 잘못 생

각하는 데 있다고 한다.그리하여 인 기로부터의 구원은 잃어

버렸던 고향을 다시 찾듯이 존재 망각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운명이 그

로부터 생겨나는 근원 인 것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

이다.<나> 심,인간 심의 사고방식이 마치 백팔십도의 환을 하

고 있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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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홍은 하이데거의 존재에 한 이해 즉 존재가 은폐된 상태에서

사색을 하는 것도 결국 존재가 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으로부터 힌트를 얻

어 원자폭탄의 존재 자체가 그 로 인 것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이

실은 존재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망각하고 인간이 스스로 지의 주인행

세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한다.그러면서 모든 운명이 생겨나는

근원으로서의 존재를 다시 찾아냄으로써 기로부터 새로운 환을 이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다면 이제 ‘모든 운명이 생겨나는 근원으로서의 존재’란 구체

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하여 알아본다.박종홍에 의하면 하이

데거의 제자인 뢰비트(KarlLöwith,1897〜1973)는 하이데거의 모든 존

재자를 월한 존재가 역사 인 운명을 결정한다는 철학이 기독교 신학

의 변형이라고 비 한다.그러면서 뢰비트는 원한 생명으로서의 자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성 존재로서의 자연을 배울 것을 주장하는데 박

종홍은 이것을 자연을 심으로 하려는 새로운 환으로 악한다.149)

하지만 한계를 드러낸 근 인 세계 을 망설임 없이 버리고 자연

을 심으로 하는 세계 을 수립하기만 하면 새로운 환이 이루어지는

것인지,과학철학도 실존사상도 결국에는 근 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면

서 향내 으로 는 향외 으로 끝까지 가 본 것으로 새로운 환에 있

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상일 뿐인지 의문이 남는다.아래에 서

양 철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환에 한 박종홍의 견해를 좀 더 자

세하게 살펴본다.

새로운 세계 은 근 인 것을 그 박차 버리는 방향으로만 갈 수

없고 그것을 자기 에 지양하여 <나> 심의 사상을 그의 진의에 있

어서 되살릴 수 있는 보다 포 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그

148)『 집』2권,「 환의 모색」,485〜486쪽.

149) 와 같은 책,같은 ,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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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자연이며,천(天)이며,자기의 이법(理法)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

것이 동시에 인 인 것조차 그 속에 있어서 존재 의의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가 곧 새로운 환에 있어서 모색되어야 할 유

일 진정한 세계일 것 같다.150)

이는 세계 의 새로운 환에 한 박종홍의 견해가 종합 으로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박종홍에 의하면 새로운 세계 은 우선 근 인

사상 즉 실존사상과 과학철학과 단 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에 지양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되살려져야 한다.그리고 자연 인 것과

인 인 것 모두가 새로운 세계 안에서 존재의 의의를 가지게끔 하여

야 한다고 강조한다.그 다면 이러한 환은 구체 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일까.

새로운 길은 과학철학의 막바지 골목과 실존사상의 머리 속에 그려진

길을 그들의 뿌리에서 그들의 의의를 살려내는 힘을 가진 길이어야

할 것이다.거기에는 실존사상과 과학철학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

라 본래가 하나밖에 없는 길을 제각기 일면 으로 추상화한 것에 불과

하다.이러한 추상화는 그들의 심화를 하여 그 무의미한 것은 아니

나,그것이 하나의 구체 인 길의 양면임을 망각하고 서로 분리된 채로

고집을 부릴 때 문제의 해결은 바랄 수 없을 것이요,거기에 인간의 섣

부른 자만은 비극을 래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이러한 두

면을 본래 하나의 양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동양사상이

다.151)

이로부터 새로운 길은 과학철학과 실존사상을 뿌리로부터 각자의

의의를 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알 수 있다.박종홍에 의하면

과학철학과 실존사상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양자의 공통 뿌

150) 와 같은 책,같은 ,487쪽.

151)『 집』2권,「 환하는 철학」,478쪽.이와 같은 내용의 이 「향외,

향내의 한계와 동양사상」의 327쪽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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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하나의 구체 인 길이다.그러나 뿌리는 망각한 채 각자 분리되

어 과학철학은 과학만을 고집하고 실존사상은 념 인 세계에만 빠져버

림으로써 결국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박종홍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본래 하나의 양면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동양사상을

내세운다.

여기서 가령 향내 인 실존사상을 정(正)이라 한다면 향외 인 과

학철학은 반(反)이 된다.박종홍이 보기에 새로운 길은 향내 인 실존사

상(正)도 아니고 향외 인 과학철학(反)도 아닌,두 가지 측면을 본래 하

나의 양면으로 가지고 있는 합(合)으로서의 동양사상이었다.그는 이러

한 변증법 논리에 근거하여152)합으로서의 동양사상을 강조하면서 동

양사상이 서양 철학의 새로운 환에 안으로 제시되는 근거를 확

보하게 된다.

(2)동양사상에 한 주목

하늘이 명한 성이라 함은 인간에 있어서의 본성만도 아니요,사물에 있

어서의 성(性)만도 아니다.성을 따른다 함은 그 본래의 성을 다함을

의미하는 것이요,본래의 성을 다한다 함은 사람의 실존 인 성을 다할

뿐 아니라,사물의 성을 즉 과학 인 진리를 실 함으로써 다할 수 있

는 것이다.길은 안으로만 향한 것도 아니요, 밖으로만 향한 것도

152)이 논문의 Ⅳ장과 Ⅴ장에서 집 으로 살펴보겠지만,박종홍의 이러한 변증법

논리는 합으로서의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와 한국사상에 한 새로

운 확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박종홍의 변증법 사상에 한 보다 자세한 악은

이규성의 『한국 철학사론』(이화여자 학교출 부,2012)의 5장 “ 실 변증

법과 창조:박종홍”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이규성은 박종홍의 변증법을 주객 변

증법과 부정의 변증법으로 나 어 그의 실에 한 악과 창조의 논리를 분석

하고 있다.부정의 논리는 박종홍의 박사학 논문 주제로서 그의 변증법에 있어

서 매우 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박종홍이 한국 통사

상과 한국사상을 확립함에 있어서 정·반·합의 변증법의 틀을 고수하고 있음

에 을 맞추어 서양철학 연구에서 통사상 연구로,나아가 한국사상에

한 논의로 이어지는 학문 궤 을 살펴보는 데 목 을 두고 있음을 재차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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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구체 인 힘을 가진 길로서 안 을 겸한 것이 비로소 진정한

길일 수 있을 것이다.그러기에 향외 인 참(眞)과 향내 인 참(誠)은

본래가 하나의 참이었던 것이다.153)

박종홍에 의하면 동양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내었던 실존사상과

사물의 본성을 분석하 던 과학철학을 통째로 아울러 처음부터 하나의

하늘이 명한 본성으로 악하 다.동양사상에는 오직 하나의 천명(天

命)으로서의 성이 있고 그 성을 다하는 곳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문제

되었고 사물로서의 법칙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양자는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새로운 길은 결코 향내 인 것도 향외 인 것도 아닌 안

을 겸한 것이었고,향외 인 참(眞)도 향내 인 참(誠)도 아닌 본래의

하나의 참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박종홍은 천명사상을 포함한 동양사상에 주목하면서,이를 에

알맞게 잘 살림으로써 “세계의 인류가 귀일할 수 있는 커다란 시

인 사상”154)을 창조하여야 함을 강조한다.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상은

옛날 사상의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고,오늘날의 과학기술로써 하늘의 이

치와 사람의 도리가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음을 밝 야 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본성을

다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조화가 이루어진다.155)

게다가 동양사상은 고 로부터 자연 심의 세계 을 가지고 있었

다.무 이무불 (無爲而無不爲)의 자연사상이 뚜렷하 는가 하면 자연

은 동시에 하늘이고 하늘이 하는 일이 그 로 자연의 질서이고 세계 자

체의 질서 다.자연의 질서가 곧 천리 고 인간의 본성도 천명 이외의

153)『 집』2권,「향외,향내의 한계와 동양사상」,327〜328쪽.

154)『 집』6권,「인간의 재발견」,218쪽.

155)이병수는 박종홍의 천명사상을 하나의 공통된 인간이념을 지향하는 세계 보

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이병수,『열암 박종홍의 철학사상—천명

사상을 심으로』,한국학술정보,2005,156쪽.)박종홍의 유학의 고 에 입각한

천명으로서의 성에 한 을 확 해석하여 천명사상을 심으로 하여 박종홍

의 다양한 철학 논의들을 해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작업의 논리 정당성

이 어느 정도로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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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었다.사람이 사는 도리는 천리를 그 로 실 하는 것 밖에 다

른 것은 없었다.156)이 게 동양사상의 세계 안에서는 자연 인 것과

인 인 것 모두가 존재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박종홍은 동양사상의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근거로 하여 철학

이 세계 의 새로운 환을 시도함에 있어서 동양사상에 심을 돌리게

된 것은 “한갓된 호기심으로 동양사상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기보다도

에 있어서의 철학사상 자체의 막힌 길을 트기 하여,즉 사상 자체

의 개상 하나의 필연 인 요구로써 을 동양사상에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요, 당연한 일”157)이었음을 강조한다.

박종홍이 보기에 동양사상에서는 서양 철학이 새로운 환을

시도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었던 것들을 옛날부터 심을 가지고 생각

하여 왔기 때문에 철학이 세계 의 새로운 환을 시도함에 있어서

동양사상이 주는 시사 이 클 것임은 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그는 실

제로 서양철학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동양철학사도 요시하여야 된다

는 합의가 도출되었던 베니스에서의 제12차 국제철학 회를 들면서 자신

의 결론을 재차 확인한다.

하지만 박종홍은 결코 동양의 철학사만 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 철학 자체가 그의 환에 있어서 동양사상에서 어떤 시사를 받고

있음이 사실”158)이라고 하면서 하이데거가 동양사상,특히 노자에 깊은

심을 가지고 있었고 야스퍼스가 석가나 공자,노자의 사상을 소개하

던 사실을 들고 있다.이로부터 그는 서양의 표 인 철학자들이 실제

로 동양사상에 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동양철학은 그 지난날의 사상으로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내일의

새로운 철학의 개가 이에 한 고려 없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우

리는 동양에 한 심을 새로이 환기하여야 하겠다.우리가 근 과학

156)『 집』2권,「 환의 모색」,486〜487쪽.

157)『 집』2권,「 환하는 철학」,480쪽.

158) 와 같은 책,같은 ,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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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뒤떨어졌음은 사실이다.철학에 있어서도 방법론을 비롯하여

서양 것을 배워야 할 것은 물론이다.그러나 동양사상에 하여 별로

공부하여 본 일도 없이 처음부터 얕잡아 헐뜯기만 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우리는 서양 것을 배우는 데 허비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

여 우리의 것을 알기 하여 도 체 얼마나 힘을 들여 본 일이 있었던

가.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동양 그 에서도 우선 우리 한국의 것을 먼

알아야 하겠다.우리의 선인(先人)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가.무엇을 알려고 애써 왔던가.그리하여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로 그

들의 특색을 발휘하 던가.159)

이는 서양철학에 한 연구로부터 동양사상 특히 한국사상으로

심을 환하게 되는 박종홍의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목이다.동

양사상이 근 과학에 있어서 뒤떨어졌음이 사실이고 그런 만큼 더욱더

방법론을 비롯한 서양의 선진 인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하지만 그

다고 해서 ‘우리의 것’은 잘 배워보지도 않고 무턱 고 얕잡아 헐뜯고

서양의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배우는데 이는 결코 한국 사람으

로서의 한국사상에 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종홍은 서양의 철학이 결국 한계에 직면하여 새로운 환을

시도하면서 그 안을 동양사상에서 찾고자 하 던 을 내세우면서 동

양사상이 결코 묵은 별 볼 일 없는 사상이 아닐뿐더러 기를 해결

할 수 있는 훌륭한 사상이었음을 강조한다.그리고 이러한 동양사상

의 한 부분이 한국사상인 을 감안할 때 그의 한국사상에 한 연구는

서양 철학의 기에 안을 제시하는 한국사상의 훌륭함을 구체 으

로 확인하는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박종홍의 서양철학과 한국사상에 한 이해방식은 ‘국

신유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양수명의 ‘문화의 세 가지 방향설(文化三

路向說)’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양수명은 『동서문화 그 철학』

159)『 집』2권,「향외,향내의 한계와 동양사상」,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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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에서 쇼펜하우어의 ‘맹목 의지’를 ‘의욕’으로 환하고 베르그송

의 창조 진화론을 극 수용하여 서양문화, 국문화,인도문화를 각각

‘욕구의 진 인 추구(意慾向前要求)’,‘조화와 용에 의거한 욕구의 추

구(意慾調和持中)’,‘자신을 돌이켜 욕구를 후퇴 으로 추구(意慾向後要

求)’로 분류하면서 이것을 문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악한다.160)

양수명에 의하면,서양문화의 과학이나 민주 등은 모두 기존의 상

이나 세력에 한 극복과 반항,투쟁의 결과로서 ‘욕구의 진 인 추구’

를 근본정신으로 하고, 국문화는 자연과 융합하고 함께 노닐고자(融洽

游 )하고 권 에 하여 용인하고 로써 양보하면서(容忍禮讓)‘조화

와 용에 의거한 욕구의 추구’를 근본정신으로 하며,인도문화는 종교에

의존함으로써 문제에 한 해결이나 응 자체를 거부하는 ‘자신을 돌이

켜 욕구를 후퇴 으로 추구’하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한다.

서양문화는 진 인 추구를 강조하고(向前)인도문화는 자신을 돌

이켜 후퇴 이지만(向後) 국문화는 진도 후퇴도 아닌, 용을 강조한

다는 것이다.이는 박종홍이 서양 철학에서 실존사상은 향내 이고

과학철학은 향외 이지만 한국사상은 향내 인 것과 향외 인 것의 종합

이라고 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두 사람 모두 립되는 두 종류의 문

화/사상을 두 극단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문화/사상을 용/종합의 형태

로 악하면서,서양의 것보다 자신의 것이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하 다.

양수명은 진, 용,후퇴하는 세 가지 방향의 문화를 인류문화의

세 단계로 보면서 국문화와 인도문화가 조기성숙(早熟)함으로써 세 단

계가 동시에 출 한 것으로 악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문화 3기

160)양수명,『東西文化及其哲學』(『梁漱溟全集』1,산동인민출 사,1989,395~487

쪽)을 참고하 고 용어의 번역은 강 기의 「양수명의 신유학」(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0)78〜85쪽을 참조하 다.하지만 강 기의 역서 『동서 문화

와 철학』(양수명 지음,솔,2005)의 번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강 기는 번역

서에서 서양문화의 근본정신을 “의욕의 진 인 추구”(65쪽), 국문화의 근본정

신을 “욕구를 스스로 조 하여 [환경과의]조화를 추구하고 용의 태도를 견지

하는 것”(106쪽),인도문화의 근본정신을 “욕구를 후퇴 으로 추구하는 것”(106

쪽)이라고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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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重現說)’이다.161)그가 보기에 “서양문화의 승리는 단지 인류의 목

의 문제에 부합하 기 때문이고, 국문화나 인도문화의 오늘의 실패는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시기에 부합하지 않았을

뿐이었다.”162)

인류문화의 기에는 생존문제가 요한 만큼 진 인 욕구를 충

족시키고자 시도하지만 서양문화의 폐단이 속출함에 따라 탄에 직면하

여 부득불 조화와 용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명은 직각(直覺)을 시하는 국문화로써 이지(理智)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문화를 구제(救治)하여야 함을 호소한다.이로부터 그는

세계 문화의 미래는 바로 국문화의 부흥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수명은 서양사회의 실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직각의 정취로

써 이지의 엄혹함을 구제하고 나아가 도처에서 이지와 직각의 성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당연한 것”163)임을 주장하면서 이지의 계산 고려

(計慮)로부터 직각의 진실한 감정(眞情)으로 옮겨가는 것은 서양문화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며 필연 인

결과라고 악한다.그러면서 그는 국문화가 오늘날에는 실패하 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부흥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국문화에 한 인식으로부터 양수명은 서양문화나 인도문

화와는 다른 국문화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양

수명은 베르그송의 생명 개념으로써 유학의 ‘화유행(大化流行)’,‘생생

지 역(生生之 易)’을 해석하고 직 개념으로써 ‘인(仁)’을 해석하는 등

주로 서양철학의 개념 혹은 입장(생명주의,직 주의 등)으로써 유학을

재해석하 다.

반면에 박종홍은 한국사상의 향내 인 것과 향외 인 것의 종합

161)양수명, 와 같은 책,525〜528쪽.

162)양수명, 와 같은 책,526쪽:“西洋文化的勝利,只在其適應人類目前的問題,而

中國文化印度文化在今日的失敗,也非其本身有什麽好壞可 ,不過就在不合時宜罷

了.”

163)양수명, 와 같은 책,527쪽:“以直覺的情趣解救理智的嚴酷,乃至處處可以見出

理智 直覺的消長,都是不得不然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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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습에 주목하면서 ‘향내와 향외의 종합’이라는 틀로써 통 인 한국

사상 특히 유학사상을 재해석하고자 하 다.개념이나 입장이 아닌 ‘향내

와 향외의 종합’이라는 변증법 인 방법으로 통사상을 재해석하고자

시도하 는데 이로부터 박종홍의 작업이 양수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양수명과 박종홍 두 사람의 세계 문화/철학을 악하는 이해

방식은 유사하 지만 두 극단 즉,‘서양문화와 인도문화’그리고 ‘실존사

상과 과학철학’에 한 설정이 다름으로써 그에 따르는 해결책도 다르게

제시되었던 것이다.양수명은 국문화의 독자성에 주력하게 되었고 박

종홍은 한국사상의 향내와 향외의 종합 인 측면에 주력함으로써 서양의

것에 비하여 훌륭하 던 을 이끌어내고자 하 다.

결국 서양 철학의 최신 연구동향을 악하고 한국에 돌아온 박

종홍은 결코 서양철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작업이 아닌,동양

사상 특히 한국사상에 심을 가지고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를 본격

으로 시작하 다.그는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조상들의 훌

륭한 사상 업 들을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꼭지

를 따주는 일”164)을 완성함으로써 민족의 주체성과 문화 자존심을 높

여주고자 시도하 다.

164)자녀들,「그리운 아버지,열암 박종홍」,『박종홍 철학의 재조명』,열암기념

사업회 엮음,천지,20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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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

한국 통사상은 일제의 식민통치 36년 동안 망국의 원인으로 인식

되었고 해방 후 잇따른 미국문화의 격한 령으로 인해 역사 유물로

변해버렸다. 통사상은 머릿속에서 잊 진지 오래 고 사람들은 마다

서양의 사상과 학문을 좇아 배우고 모방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그러다가

1950년 말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나게 되

었고,이에 통사상에 한 학문 인 반성과 더불어 서양철학에 한

한국사상의 정체성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의 신문화운동 시기에 있었던 ‘동서문화논쟁(東西文化論戰,

1915〜1927)’165)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사상에 한 지식인들의 태도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통사상의 가치를 무조건 으로 옹호하거나

(동방문화 )시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사상을 배격

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반서화 )두 극단 인 태도이다.여기

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동방문화 ’ 에서도 통사상을 새

로운 시 상황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재해석하는 이른바 신유학

태도이다.166)

165)‘동서문화논쟁’은 5·4운동 후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특징,성질 상호 간

의 계에 한 학술논쟁이다.1차 세계 으로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가 폭로

됨으로써 동양문화가 결국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방문화 (東方文

化派)’에는 서양문화에 비해 국의 통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공통된

제 하에 『동방잡지』를 심으로 한 두아천(杜亞泉),양계 ,양수명,장군매(張

君勱)등과 『학형』을 심으로 한 매 (梅光迪),오 (吳密),호선숙(胡先驌)

등이 포함된다.(송종서,『 신유학의 역정』,문사철,2009,40〜52쪽 참조)

166)‘동방문화 ’와 신유가는 문화보수주의자라는 진 으로 묶을 수 있지만

자는 동양문화의 선양을 주장하 고 후자는 동양문화 에서도 유학의 선양을

목 으로 하 다.따라서 신유가는 ‘동방문화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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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梁啓超,1873〜1929)는 유럽여행(1918.12〜1920.3)에서 돌아

와 『시사신보(時事新報)』에 『구유심 록(歐遊心影 )』을 발표하여 1

차 세계 이후 서구 학계의 자기반성 분 기를 달하고 서구문화

에 한 안을 모색하고자 동양문화에 심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면

서 국인으로서 국문화의 앞날에 한 희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

문명에 기여하여야 함을 호소하 다.이에 보조를 맞추어 국문화의 우

월론 내지는 구세론(救世論)이 등장하게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버린 국

인의 문화 자존심을 되살리고자 신문화운동에 립되는 문화 보수주

의167)가 흥행하게 되었다.

‘반서화 ’에 속하는 호 (胡適,1891〜1962)이 물질이나 기계뿐만

아니라 정치나 제도,나아가 도덕이나 지식 등을 포함한 국의 모든 것

이 외국의 것에 비하여 못하다는 제 하에서 통문화를 청산하고 과학

과 민주를 포함한 서양의 것을 배워야 함을 주장하 다면,‘동방문화 ’

에 속하는 양수명은 국문화 조숙설168)을 제기하면서 서양문화의 폐단

은 반드시 국문화로써 구제하여야 함을 강조하 다.

이러한 동서문화의 립성에 한 강조는 풍우란(馮友蘭,1895〜

1990)에 이르러 동서문화의 융합에 한 모색으로 변화하게 된다.풍우

란은 서양철학과 국철학은 비록 형식상의 체계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

일한 것으로 악하면서 “ 국역사상의 각종 학문 가운데 서양에서 철학

이라고 말하는 것을 골라내서 서술”169)함으로써 국철학사를 구성하고

167)여기서 문화 보수주의는 서구문화의 범 한 수용을 주장하는 신문화운동과

립되는,1차 이후 서구문화가 문제와 폐단을 드러낸 상황에서 국문화

즉, 통문화를 옹호하고 극 으로 살림으로써 국문화로써 서구문화를 구원

하고 나아가 세계문화에 기여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경향의 의미로 쓰 다.

168)양수명은 통시 에서 서양문화와 국문화를 인류문화의 발 단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악하면서 인류문화의 기에는 첫 번째

단계 즉,서양문화의 방향을 지향하지만 국문화는 첫 번째 방향으로 끝까지 가

보지 않고 도에 두 번째 단계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나 에 가야 할 길을 미리

걷게 되어 조숙하 다고 보았다.양수명,『東西文化及其哲學』(『梁漱溟全集』1,

산동인민출 사,1989),526쪽:“人類文化之初,都不能不走第一路,中國人自也這樣,

却他不待把這條路走完,便中途拐彎到第二路上來;把以後方要走到的提前走了,成爲

人類文化的早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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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도하 다.

그는 공자,맹자,순자를 각각 소크라테스, 라톤,아리스토텔 스

에 견주어 설명하는가 하면 라톤의 이데아로 주희의 리일분수(理一分

殊)를 설명하기도 하 다.이 게 풍우란은 통 인 국철학 속에서

서양철학의 내용을 발견해냄으로써170) 국철학의 정신을 고수하면서 서

양철학을 흡수하여(中體西用)서양철학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국인이 쓴 국철학사’를 써내고자 하 던 것이다.

박종홍도 이러한 풍우란의 학문 시도와 유사하게 한국 통사상

에서 서양철학과 일치되는 면을 찾아냄으로써 서양문화에 항하여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나아가 동서양철학의 상호융합을 이루어내고

자 시도하 다.서양철학을 공하 던 그는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

를 통하여 통사상 속에 이미 서양철학 인 요소들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 방식의 차이에 의해 여태껏 알지 못했던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드러낸다.

박종홍이 통사상에 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 주목한 부

분은 불교사상이었다.특히 다섯 사상가 즉 승랑(僧朗,450〜530경),원측

(圓測,613〜696),원효(元曉,617〜686),의천(義天,1055〜1101),지 (知

訥,1158〜1210)의 사상을 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물171)을 『한국

사상』제3집부터 제10집에 연재하 고 머리말을 추가하여 함께 묶어서

서문당(瑞文 )에서 출 한 것이 바로 그의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

169)馮友蘭,『中國哲學史』上,商務印書館,1947,1쪽:“(哲学本一西洋名词,今欲讲

中国哲学史,其主要工作之一,)即就中国历史上各种学问中, 其可以西洋所谓哲学

名之 ,选出而叙述之.”

170)양일모도 국철학사를 구상하기 한 풍우란의 노력을 “서양과는 다른 형식을

지닌 국의 통학술 속에서 서양철학의 내용을 발견하는 일”이었다고 본다.양

일모,「 국철학사의 탄생―20세기 국철학사 텍스트 성립을 심으로」『동양

철학』39집,2013,151쪽.

171)박종홍의 불교사상 연구의 결과물은 차례로 「기고에 즈음하여」(1960.4),「고

구려 승랑의 인식방법론과 본체론」(1962.8),「원측의 유식철학」(1962.12),「원

효의 철학사상」(1963.8,1964.4),「나말·여 의 정신 추세」(1966.6),「의천의

교 병수와 주체 통」(1968.7),「지 의 사상」(1972.8)이다.여기서 「기고

에 즈음하여」는 『 집』4권에 「서론—난제와 의도」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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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9)이다.

한국불교에 한 연구를 마친 박종홍은 본격 으로 한국의 유학사

상에 심을 돌리게 되었다.그는 유학사상에 한 연구를 하면서 동학

사상과 실학사상에 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172)하지만 불교사상편과

는 달리 유학사상편의 한국사상사는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 고 작고한

뒤인 1977년에 이남 에 의하여 『한국사상사논고』(유학편)라는 제목으

로 발간되었다.이미 발표된 논문과 유고를 정리하여 출 한 것인 만큼

박종홍 자신의 생각이 완 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 아쉽다.하

지만 그가 유학사상에 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함으로

써 남겨질 수 있었던 그의 속에서 박종홍이 유학사상 연구에서 주목

하고 있는 바를 찾아볼 수 있다.

1.한국 불교사상 연구

(1)연구의 목 과 방법

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를 살펴보기 에 우선 그가 결코 불교에

하여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신도가 아니었고173)그 다고 처음부터

불교의 학문에 뜻을 두었던 불교 공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홍이 한국 통사상에 한 연

구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 불교사상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던 이유

172)박종홍은 한국의 통사상으로 크게 유학사상과 불교사상에 주목하고 있다.그

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사상 모두 ‘남의 것’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의 래와 수용

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흡수됨으로써 이미 사상 인 독자성

을 확보하 다.『 집』4권,「한국사상연구에 한 서론 인 구상」,8쪽.

173)박종홍이 불교 신자가 아니었고 결코 불교에 한 개인 신앙이나 신념 때문

에 불교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은 길희성도 지 하고 있는 바이다.그의

인 「열암철학에서의 한국불교사상 연구」(『 실과 창조』,열암기념사업회,

천지,1998)의 24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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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우선 한국불교에 한 박종홍의 근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교의 향을 떠나서 한국사상을 생각할 수 없다.그것은 마치 서양사

상을 기독교와의 련을 무시하고 생각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174)

이로부터 박종홍이 기독교와의 련을 무시하고 서양사상을 생각할

수 없듯이 불교의 향을 떠나서 한국사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왕실의 신앙으로 불교사상의 발 이 부셨던 삼국

시 는 더 말할 나 도 없을 것이고 유교가 국교로 정해지면서 시행된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가 여지없이 탄압되었던 조

선시 에도 한국의 사상과 불교와의 계를 완 히 끊을 수는 없었으며

심지어 해방 후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인과응보 등의 사상이 국

민들의 생활에 미친 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다면 이러한 불교사상에 한 연구의 목 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래에 살펴본다.박종홍은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의 「서론―난제

와 의도」에서 이 게 말하고 있다.

사상사라고 하면 리 정치·경제·문학 등에 한 것,특히 사회사상사

까지도 연상될는지 모르나 이것은 그런 범 한 것이 못되고 철학

인 면,그것도 나로서 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으로 다루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175)

사상사가 이미 에서 언 한 바와 같은 난 을 가졌음이 사실이라면,

하물며 학 이론의 개를 추궁하여야 할 철학사를 써 보려고 함은

거의 무모한 모험 같기도 하다.시도 인 미정고나마 읽어 보고 싶은

염두만은 오래 부터 간 하 으나,이 역시 분에 넘친 욕심이 아닌가

174)『 집』4권,「한국의 철학」,24쪽.

175)『 집』4권,「『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의 머리말」,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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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주 된다.그런 만큼 이 활자화될 일련의 은 연구 발표물이라기

보다도 나 자신이 알고 싶어서 헤매고 있는 과정 자체를 그려 보려는

것이요,가능한 한 선인들 자신의 업 을 심으로,그 에서도 이론

으로 높은 수 에 있어서 따졌다고 볼 수 있는 것만을 추려서 다루기

로 한다.철학 견지에서 이것은 어디 내놓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알면 알수록 세계 인 수 에 도달된 것이라든지

어도 창의 인 면을 간직하 다고 할 수 있는 것에 국한하여 보기로

한다.따라서 나의 서술은 우리 철학사에 있어서 높은 우리로부터 높

은 우리로 그의 빛난 웅자(雄姿)를 우선 밝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

다.이것은 결과 으로 특수한 지식층의 수 높은 사색의 자취를 주로

더듬게 될 것이다.176)

이상의 두 문에서 볼 수 있듯이,박종홍은 단지 철학 인 면(서양

철학 인 면)에서 그것도 본인 스스로 보기에 요하다고 단되는 부분

만을 선택하여 다룸으로써 한국사상사를 구성하고자 하 다.하지만 박

종홍의 궁극 인 학문의 목표는 한국사상이나 한국철학의 확립이었다.

그는 한국인의 생활신조로서의 한국사상을 정립하고 서양철학에 응되

는 한국철학을 확립하고자 시도하 다.이러한 시도의 구체 인 작업으

로 서양철학 인 사고를 펼친 사상가나 주체 인 서양사상의 수용을 고

민하 던 사상가들을 선별하여 디딤돌로 삼아 살펴본 것이 바로 한국

통사상 연구 다.즉,작업의 결과물이 한국사상사나 한국철학사로 보

을 뿐이었고 박종홍의 연구목 은 한국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는 그야말로 특수한 지식층의 철학

견지에서 볼 때 그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아무런 손색이 없을뿐더러

동시에 세계성과 창의성을 지닌 다섯 사상가를 선별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에 한 일부 학자들의 지 처럼 한국사상의 정립을 한 통 인 불

교사상에 한 연구라면 “보다 담하고 극 이며,나아가서는 비

176)『 집』4권,「서론─난제와 의도」,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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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할 것”177)임은 부정할 수 없다.단지 민족 자 심을 내세우거

나 찬양만으로는 제 로 된 연구가 될 수 없는 것이다.어쩌면 박종홍

자신도 이러한 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178)그럼에도 불구하

고 불교사상의 뛰어난 부분만을 주목하여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려면 그

때 당시 학계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박종홍은 8.15해방과 더불어 보다 직 이고 자유롭게 서구 사상

에 하게 되면서 무조건 이고 무의식 이며 무비 으로 받아들이기

만 하는 수동 이고 무력한 지성인들이 서구의 새로운 사조는 유일한 진

리인 양 쫓아가느라 바쁘지만 정작 ‘우리의 것’에는 심조차도 가져 본

일이 없으면서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비하하는 그릇된 사상 풍토를

비 한다.그러면서 그는 “조 이라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배워

들임에 있어서 허심탄회 용감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남이 나보다 나

은 것을 분명히 알려면 나 자신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179)라고 반문

하고 있다.

결국 박종홍은 ‘나 자신’즉 통 인 한국사상을 제 로 알리기

하여 한국불교를 연구하게 되었다.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

야 할 것이 ‘철학 인 면’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이다.더 자세하게 말

하면 서양철학 인 면이다.박종홍은 “한국 사람의 철학 인 사색에

한 소질과 역량은 불교사상의 이론 개에 잘 나타나 있다”180)고 주장

177)길희성의 와 같은 ,255쪽.최유진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

도 있긴 하지만 한국 사상의 정립을 한 한국 불교의 연구라면 비 인 근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쓰고 있다.(최유진,「박종홍의 한국불교 이해」,

『 실과 창조』2,열암기념사업회,천지,2001,187쪽.)

178)박종홍은 머리말에서 이 게 말한다.“처음부터 하나의 술로서 집필하 다기

보다는 나 자신 알고 싶은 일념에서 오랜 동안 더듬어 온 자취인 것이요,따라서

서술의 양식조차 제 로 통일되지 못한 이 지 않다.그런 로 우리의 선인들

의 사상 인 깊이에 부딪쳐 이것을 밝 보고자 내 딴에는 노력하 다.”이로부

터 박종홍은 을 쓰기 이 에 이미 자신의 사상사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

다는 단이 가능하다.(『 집』4권,「『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의 머리말」,

59쪽.)

179)『 집』4권,「한국철학과 한국불교」,198쪽.

180) 와 같은 책,같은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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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불교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한국 사람의 철학 인 사색에 한

소질과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 다.그래서 의도 으로 철학 인 사색이

돋보이는 ‘높은 우리’를 선택하 고 ‘빛난 웅자(雄姿)’에 하여 밝히면

서 서양철학 인 분석에 치 하 던 것이다.

이 게 박종홍의 한국 불교사상 연구는 “단순한 학문 심을 넘

어선 정열과 개척자의 사명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181)으로서 불교사상의

서양철학 인 면을 집 으로 주목한 의도 인 작업이었다.182)박종홍

은 서양철학 인 에서의 해석을 통하여 통 인 불교사상에 한

철학 인 근을 시도함으로써 서양철학에 항하고 결코 서양철학에 비

해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 불교사상의 훌륭함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 다.

박종홍은 한국사상을 ‘땅속에 묻힌 보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악한다.“설사 그러한 보석과 같은 것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찾아내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요, 갈아야 채가 나는 것이 아닌가”183)라고

반문하면서 박종홍은 한국사상을 발견하고 갈고 닦는,즉 인 논리

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철학으로서 재정립되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

하 다.따라서 그의 한국 불교사상 연구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것을 잘 갈아서 채가 나게 하는 과정”184)의 일환이었다.

박종홍이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에서 실제로 선택한 ‘높은 우

리’는 승랑,원측,원효,의천,지 의 다섯 사상가 고 이러한 다섯 사상

가의 사상에 한 연구는 그의 한국불교 연구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아

래에 박종홍이 승랑과 원측에 한 연구로부터 서양철학 인 어떤 면을

주목하 고,원효와 지 에 한 연구로부터 서양철학보다 훨씬 더 훌륭

181)길희성,「열암 철학에서의 한국 불교사상 연구」,『 실과 창조』1,열암기념

사업회,천지,1998,254쪽.

182)조성택은 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가 “다른 지역의 불교 사상과는 다른 특색을

찾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았다고 악하는데,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를 살펴보

면 다른 지역의 불교 사상과 다른 특색을 찾는 그러한 자취는 없는 것 같다.조

성택,『불교와 불교학』,돌베개,2012,279쪽.

183)『 집』4권,「한국사상연구에 한 서론 인 구상」,5쪽.

184)조은수,「한국 철학과 한국 불교―박종홍을 심으로」(동국 학교 불교문화

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 발표논문,2012.11.3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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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던 어떤 을 강조하 으며,의천에 한 연구로부터 어떤 시사를

받고자 하 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

인지 간략하게 검토한다.185)

(2)인물연구:승랑과 원측,원효와 지 그리고 의천

가.승랑과 원측

승랑에 한 연구에서 박종홍이 주목한 것은 승랑의 인식방법론인

이제합명 도설(二諦合明中道說)이다.아래의 문을 살펴보자.

승랑은 이제 교(二諦爲敎)의 삼론종지(三論宗旨)를 확립함으로써 이제

합명 도의 인식 방법론을 새로이 제기하 다.소 정반합의 삼지

(三肢的)인 서양의 변증법 인식 이론에서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정

반(世諦二)과 합(不二)을 통틀어 다시 하나의 세제로 보고 그것조차 넘

어선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를 진제로 하여 거기서 궁극 인 불이(不

二)의 도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하겠다.186)

이로부터 박종홍이 승랑의 이제합명 도를 서양의 변증법으로 해석

하면서 변증법 인식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종홍은 이제합명 도를 진제(反)와 세제(正)가 둘이 아닐

(不二)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의 세제가 되고(合1),둘이 아니고 둘이 아

닌 것도 아닌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를 진제로 하여 궁극 인 진리인

도(合2)에 이르는 과정으로 해석한다.합(合)이 合1과 合2의 두 가

185)이 논문에서는 박종홍의 신유학 즉, 한국사상의 정립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의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를 살펴보았음을 밝 둔다.박종홍의 한

국 불교사상 연구에 한 불교학 측면의 연구에는 에서 인용한 길희성,최유

진,조성택,조은수의 논문 등이 있다.

186)『 집』4권,「고구려 승랑의 인식방법론과 본체론」,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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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뉨으로써 정과 반의 합으로 이루어진 서양의 변증법보다 승랑의

사색이 더 깊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게 박종홍은 승랑의 사색이 깊었음을 잘 드러내기 하여 인식

의 깊고 얕음(深淺)즉,合1과 合2가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 세 종류의 진

제와 세제를 구분하여 살펴본다.이는 길장(吉藏,549〜623)의 방언(方

)에 의거한 세 종류의 이제각론 도(二諦各論中道)와 이제합명 도(二

諦合明中道)를 설명하는 김잉석187)의 문 인 연구 「고구려 승랑과 삼

론학」188)과 구분된다.승랑 공자의 문 인 연구인만큼 김잉석의 논

문은 불교학 차원에서 볼 때 훨씬 더 타당성을 가진다.사실 이 은

박종홍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그는 승랑에 한 연구 의 맨 마지

막에 있는 부기(附記)에 “김 교수의 이 논문은 특히 방언에 의한 삼종이

제 도(三種二諦中道)를 알뜰하게 밝히고 있다”189)고 고 있다.

하지만 승랑 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종홍은 승랑의 이제합

명 도설에 주목함으로써 서양의 변증법 사상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간

승랑의 철학 사색의 깊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나아가 그는 이러한

철학 사색으로 말미암아 승랑이 삼론종의 기 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삼론종의 선구로도 손색이 없음을 주장한다.

승랑이 북토(北土)에서 일 이 삼론 사상을 배운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

것은 론,십이문론,백론,기타에 한 해석 정도이었을 것이요,그

체를 일 하는 근본사상을 천명하여 뚜렷한 삼론종의 기 를 확립한

것은 승랑 자신의 강한 사색력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다.삼론종 흥

(中 )의 조(祖)라고도 하거니와 삼론종이 길장에 이르러 성한 것이

187)김잉석(金芿石,玄石,1900〜1965)은 1931년에 교토 류코쿠 학 문학부를 졸업

하 고 귀국 후 혜화 문학교 교수를 거쳐 1946년에 동국 학교 교수로 되었으

며 도서 장,불교 학장 등을 역임하 다.불교학자로서 특히 화엄종과 삼론종의

이론에 밝았다. 서로는 『 수교학에 있어서 연성이기론』,『화엄학개론』,

『삼론학의 진리성과 그 역사성』,『불타와 불교문학』,『불교학개론』이 있다.

188)『백성욱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백성욱박사송수기념사업 원회,1959)의

41〜68쪽에 실려 있다.

189)『 집』4권,「고구려 승랑의 인식방법론과 본체론」,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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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승랑은 그 삼론종의 선구라고 하여 타당할 것이다.190)

이러한 승랑에 이어 서양철학 인 사색에 한 박종홍의 주목은 원

측의 사상에 한 연구에서도 두드러진다.

유식철학을 오직 그 당시에 성행하던 세친의 『유식삼십송』에 한

십육론사의 해설서로서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더구나 그들 제설을

합유(合糅)하여 만들어졌다는 성유식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유식사상

의 근원으로 소 하여 해심 경을 특히 요시함으로써 그의 소를 찬

술(纂述)한 것부터가 원측의 철 한 근본 태도를 짐작 한다.뿐만

아니라 역시 유식과 계가 깊은 유가론의 소를 지었음에도 그 의도는

유식철학의 정치(精緻)심오(深奧)한 연구를 수행하기 함이었을 것이

라고 짐작된다.동시에 원측의 근본 인 연구태도는 리한 논리로써

일 되고 있음을 주의하고 싶다.…… 서장어(西藏語,즉 티베트어)로

된 원측의 인명(因明)논리에 한 술이라도 발견되면 우리의 선인이

남긴 유일의 존 논리학서가 될 것이다.원측의 박인방증(博引傍證)으

로서[써] 개되는 이론은 그 인용되는 경이나 논소가 얼마나 많은 종

류에 이르고 있는가를 주의함으로써 과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이

거니와 치 한 분석은 매양 거듭된 에 거듭되어 긴장하여 문맥을

찬찬히 붙들지 않으면 따라가기조차 힘들게 되어 있다.명석한 논리

두뇌를 가진 원측이었음이 틀림없다.서양 철학에서 상학을 시작하여

순수 의식의 분석을 한 후설이 연상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191)

이는 원측의 사상에 한 박종홍의 총체 인 평가가 잘 드러나 있

는 부분이다.박종홍은 원측이 세친의 해설서에 근거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해심 경』의 소를 지은 사실로부터 유식사상의 근원을 헤치는

원측의 학문을 함에 있어서 철 한 근본 태도를 짐작해낸다.그리고

190)『 집』4권,「고구려 승랑의 인식방법론과 본체론」,68쪽.

191)『 집』4권,「원측의 유식철학」,88〜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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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측의 이론은 ‘리한 논리’로 일 된 ‘치 한 분석’이 거듭됨으로써 ‘문

맥을 찬찬히 붙들지 않으면 따라가기조차 힘들’정도이고 명석한 논리

분석은 후설(EdmundHusserl,1859〜1938)의 상학을 연상시킨다고 주

장한다.그 다면 구체 으로 원측의 어떤 이론이 상학을 연상시키는

지 아래에 살펴본다.

아뢰야식(阿賴耶識),더 나아가 제9식에 한 이론 등,오늘의 서양철학

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학 인 치 한 분석을 의식에 하여 수

행한 것이다.192)

이로부터 박종홍이 원측의 제8식인 아뢰야식과 제9식에 한 이론

을 의식에 하여 상학 인 치 한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는 원측이 진제의 제7,8,9식이 모두 ‘다실(多失)’즉 잘못

됨이 많다고 비 하 는데,특히 제9식인 아말라식(阿摩羅識)은 ‘무교가

빙(無敎可憑)’즉 교리 으로 근거가 없는 이론임에 불구하고 무구식(無

垢識)이라고 하면 ‘淨分第八識’즉 제8식의 정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9식이 따로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고 악한다.193)

이러한 심의식(心意識)에 한 원측의 분석으로부터 후설의 상학

이 연상되는 이유는 상학에서도 일상 인 자연 태도를 호 속에 넣

어두고 남은 순수의식의 본질을 지향성,즉 무엇인가에 한 의식이라는

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박종홍이 원측의 유식사상으로부터 후설의

상학을 연상함으로써,학계에서 유식사상과 상학은 비록 각기 동양

과 서양이라는 역사 환경 속에서 나온 사상이지만 모두 의식에 하여

치 하게 분석한 것이라는 에서 곧 비교 속에서 논의되어왔다.194)

192)『 집』4권,「한국철학과 한국불교」,195쪽.

193)『 집』4권,「원측의 유식철학」,91쪽.

194)후설의 상학과 유식사상을 비교분석한 연구로는 한자경의 「후설 상학의

선험 주 성과 불교 유식철학의 아뢰야식의 비교—선험 주 성의 구성작용

과 아뢰야식의 변작용을 심으로」(『철학과 상학 연구』9집,1996,187〜

208쪽),최인숙의 「 상학과 유식학에서 자기의식의 의미」(『철학과 상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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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종홍은 원측의 철학 인 사색이 이 게 뛰어난 것이었기 때

문에 자은종 의 강렬한 질투를 유발하 음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악한

다.그는 원측의 유식철학에 한 연구 임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원측이 자은종 (慈恩宗派)의 시기(猜忌)와 반발을 받

았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반에서 자은종 를 의식하면서 오종성

(五種性)에 한 해석195)과 같은 면에 해서는 자은종 와의 비교를 통

하여 원측의 독자 인 사상을 밝히고 있다.여기에는 자은종 를 통하여

간 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측의 훌륭함을 드러내고자 하 던 박종

홍의 의도가 깔려 있다.

나.원효와 지

원효의 사상에 한 연구에서 박종홍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화쟁

(和諍)의 논리이다.박종홍은 원효가 승랑의 삼론종 사상과 원측의 유식

사상을 화쟁의 논리로써 종합하 음에 주목하면서 이를 원효 사상의 가

장 기본 인 특색으로 부각시킨다.이러한 박종홍의 원효 해석은 이후

한국 학계에서 정설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Jr.)196)에 의하여 번역됨으로써 외국 학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

었다.197)

구』32호,2007,5〜34쪽),배의용의 「유식론과 상학에서 식의 존재 문제」

(『철학·사상·문화』제6호,2008,1〜22쪽)등이 있다.그리고 단행본으로 윤명로

의 『 상학과 유식론』(시와 진실,2006)이 있다.

195)『 집』4권,「원측의 유식철학」,93〜95쪽 참조.

196)로버트 버스웰은 미국과 유럽학계에 최 로 한국불교를 소개하 고 한국불교를

학문으로서 연구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캘리포니아 버클리 학에서 불교학

박사학 를 받았고 1986년부터 재까지 UCLA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에서 한국

불교와 국불교를 가르치고 있으며 2000년에 불교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재까

지 소장으로 있다.1972년부터 1978년까지 태국,홍콩,한국에서 승려생활을 하

고 순천 송 사에서의 선수행을 계기로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7)조은수에 의하면 박종홍의 원효에 한 연구인 「원효의 철학사상」은 로버트

버스웰이 “Wonhyo’sPhilosophicalThoughtbyPakChong-hong”이라는 제목으

로 번역하여 Lewes R.Lancaster and C.S.Yu editer,Assimi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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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랑의 삼론종이 론·십이문론 등에 입각한 것이라면 원측의 유식사

상은 해심 경을 비롯하여 유가론이나 섭 승론의 사상계통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로써 미루어 볼 때 원효는 바로 삼론과 유식의

사상을 그의 화쟁의 논리로써 지양한 것,다시 말하면 승랑과 원측의

사상을 보다 심오한 근본 이며 체 인 입장에서 화합시킴으로써 장

차 개하여야 할 한국 불교,나아가 불교 사상의 올바른 방향을 명

시한 것이다.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입 (立破)와 여탈( 奪)의 자유

로운 구사에 착안한 원효의 논리 인 두뇌와 역량의 소치이었음을 주

의하게 된다.198)

이 문단은 한 마디로 승랑과 원측 즉, 사상과 유식사상을 화합

시킴으로써 한국 불교사상의 올바른 방향을 명시한 사람이 바로 원효라

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물론 이 역시 원효의 논리 인 두뇌와 역량에

근거하여 보다 근본 이고 체 인 입장에서 연구하 기에 가능하 던

작업임을 박종홍은 강조하고 있다. 한 화합을 한국불교 나아가 불

교사상의 올바른 방향이라 악하는데 그 다면 화합은 어떻게 이루어지

는 것인지 아래에 간략하게 살펴본다.

박종홍에 의하면 원효는 식(識)을 말한 유식학 의 특징을 ‘세움

(立)’으로,공(空)을 말한 학 의 특징을 ‘깨트림(破)’로 간주하면서

유식은 ‘여( )’만 알고 ‘탈(奪)’을 모르고, 은 ‘탈(奪)’만 알고 ‘여( )’

를 모른다고 악한다.여기서 유식학 를 정(正)이라면 학 는 반

(反)이다.이로부터 모든 쟁론(諍論)이 그치지 않는 결과가 래되는데,

사실상 석가의 가르침은 하나의 마음,하나의 뜻에서 수많은 설들이 펼

쳐지고 그 수많은 설들은 결국 하나의 마음,하나의 뜻으로 귀결된다

Buddhism inKorea:ReligiousMaturityandInnovationintheSillaDynasty

(Berkeley,California:AsianHumanitiesPress,1991),pp.47〜103에 소개하 다.

조은수,「한국 철학과 한국 불교―박종홍을 심으로」(동국 학교 불교문화연

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 발표논문,2012.11.30)참조.

198)『 집』4권,「원효의 철학사상」,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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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박종홍은 이 게 모든 정과 반의 모순과 다툼을 화해시켜 하나로

종합하는 것이 바로 원효의 화쟁 사상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박종홍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이변(二邊)을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199)을 화쟁이라고 하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두 아닐 뿐만 아

니라 도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쟁(無諍)을 화쟁의 극치라고 악한다.

이러한 에서 그는 원효의 화쟁의 논리가 형식논리를 ‘포월(包越)’200)

즉,포함하면서도 월하고 그 로 살리면서도 넘어선 것으로 해석하면

서 서양의 변증법과는 ‘언뜻 보기에 같은 듯하지만 결코 쉽사리 동일시

할 수 없는 차이 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게 박종홍은 화쟁의 논리가 원효의 철학에 일 되어 있는 것으

로 악하면서 “결택(決擇)이 요연하면서도 무소불허(無所不許)의 넓이와

일미 언(一味絶 )의 깊이를 간직한 사상 성이 거기[화쟁의 논리]

에 형성된 것”201)이라고 내세운다.202)이러한 화쟁사상은 1970년 이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논리로 해석됨으로써 당시 사회의 계질서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도덕 원리로 고취되었다.이는 “반 의견을 차단하기

한 정권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화합과 국민 총화라는 이념으로 변질

당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203)

이러한 박종홍의 화쟁 사상에 한 주목은 서양 철학에 한

이해와의 연 속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박

199) 와 같은 책,같은 ,106쪽.

200)‘포월’은 야스퍼스의 ‘포월자(dasUmgreifende)’를 연상시킨다.박종홍의 야스퍼

스의 용어를 그 로 갖다가 살려서 쓴 것으로 보인다.

201) 와 같은 책,같은 ,110쪽.

202)조은수는 이러한 박종홍의 원효연구와 식민지 시 에 이루어진 최남선의 원효

연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두 사람이 처하 던 시 맥락은 다르지만 성취

하고자 하는 목 과 방법은 유사하 다고 주장한다.최남선이 일제의 식민지 지

배 속에서 “한국 문화의 오랜 역사와 뛰어난 문화 성취를 증명하고자 하 ”다

면,박종홍은 “한국인의 철학 사유의 깊이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악한다.조

은수의 의 참조.

203)조은수,「‘통불교’담론을 심으로 본 한국 불교사 인식」,『불교평론』21호,

2004,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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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홍은 실존철학과 과학철학이 각자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만을 밝

히려 들면서 제각기 향내 인 방향과 향외 인 방향만을 고집함으로써

한계에 직면하 고 새로운 환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악한다.박종홍

에 의하면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애 에 모두 하늘이 명한 성이

었고 이로부터 하늘이 명한 성을 주목하는 동양사상이 서양철학의 새로

운 환에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었다.화쟁 사상이 ‘ 불교사상

의 올바른 방향을 명시한 것’과 같이 말이다.박종홍에게 있어서 원효의

화쟁 사상에 한 주목과 동양사상(한국사상)에 한 주목은 같은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오직 그 화쟁론의 문이 남아 있지 않아 오늘의 우리로서 볼 수 없음

이 한스러울 뿐이다.원효에 한 연구가 철학 으로 정 하게 개되

는 날에는 변증법 논리에 어떤 새로운 기여가 가능하리라는 것이 내

가 우리의 후진들에게 기 하고 싶은 염원의 하나다.204)

이로부터 박종홍이 화쟁의 체 인 틀을 볼 수 있는 『십문화쟁

론』의 문이 남아있지 않는 은 유감스럽지만 원효에 한 철학 인

연구로 변증법 논리에 새로운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함을 볼 수

있다.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확

신의 근거가 원효의 일심(一心)에 한 연구가 아닐까 싶다.왜냐하면 원

효는 진제와 속제의 불이 도를 상정하고 그것을 일심과 동일시함으로

써 층 이제설 즉 변증법 논리에 의하여 무한하게 반복되는 논리

개를 단시키고자 하 다.205)따라서 원효의 일심에 한 연구는 변

증법의 소모 인 논리 개를 방지하기 한 새로운 형태의 시도로써 변

증법 인식방법의 한 형태로 악할 수 있고 박종홍의 확신 로 나름의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204)『 집』4권,「한국철학과 한국불교」,195쪽.

205)유용빈,「원효의 이제설 연구:삼론학의 계승과 극복을 심으로」,서울 학

교 석사학 논문,2010,27〜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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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의 화쟁의 논리에 이어서 박종홍은 지 의 회 반조(廻光返照)

에 주목하면서 지 의 회 반조를 상학의 본질직 (本質直觀)과 연결

시켜 회 반조가 정 (靜的)인 조(觀照)에 그치는 본질직 보다 훨씬

더 근본 인 조임을 내세운다.우선 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연 시킨

박종홍의 회 반조에 한 해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지 에 있어서 보 명지(普光明知)의 밝음은 나 아닌 타자로부터 얻어

진 명이 아니다.나 자신이 불(佛)이기에 불지(佛智)가 곧 나의 지

(智)요,비춘다 하여도 내가 나를 비추는 것이므로 밖을 향하여 나갔던

빛을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회 반조인 것이다.동굴 밖에 태양이 따

로 있어서 나에게 빛을 던지는 것도 아니요 빛은 본래가 나와 하나이

다.…… 나 자신 스스로가 원(光源)임을 깨치면 그 로 결박도 없고

따라서 해방도 새삼스러운 말이 되고 말 것이다.도 체 비본래성이니

동굴이니 하는 것부터가 환 이 아닐 수 없다.하이데거에 있어서 인간

은 이미 빛살 속에 던져져 있고 그것이 다름아닌 월이라고 하나,이

미 던져져 있는만큼 나 아닌 타자에 의한 제약이 제되어 있다.능소

(能所)를 월한 무념무사(無念無思)의 궁극 인 해탈과는 거리가 멀다

고 하겠다.206)

이로부터 박종홍이,지 에게 있어서 나 자신과 빛이 본래 하나이고

회 반조란 빛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이라 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종홍에 의하면 지 은 나 자신을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라톤의 동굴이니 사슬이니 하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서 하이데거가 비록 인간의 빛 속에 내던져져 있음을 ‘월(die

Transzendenz)’이라고는 하지만 타자에 의한 제약이 제되어 있는 이

상,주 과 객 을 월한 궁극 인 해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악한다.

206)『 집』4권,「지 의 사상」,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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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에서는 본질직 이라고 하여 순수의식의 조가 이루어진다.그

리하여 다시없이 정치(精緻)한 분석을 끈기있게 개하는 것이지만 직

이 그 로 정 인 조에 그칠 뿐,다시 자연 인 태도와의 련

성,더 나아가 신체 인 행 와의 계를 되찾을 통로가 없었다.하이

데거도 처음부터 세계내존재니 공통존재니 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인간의 구체 인 행동,더구나 실천이 이루어진 것

은 아니다.그러기에 이에 불만을 느낀 사르트르가 사회 참여를 그의

철학 속에서 강조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207)

여기서 박종홍은 상학의 본질직 은 순수의식에 하여 정 한

분석을 진행하지만 직 이 정 인 조에 그침으로써 자연 인 태도

인간의 실천과 단 되는 결과를 래하 다고 주장한다.그러면서 하이

데거의 구체 인 실천의 부재를 사르트르가 사회 참여에 한 강조로써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악한다. 상학 환원에 있어서 자연 태도나

유용성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지만 박종홍은 지 의 회향(廻向)의 보 행

(普賢行)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마치 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밖으로 나왔던 빛의 탐구

자가 동굴 속에 아직도 결박된 채로 벽면의 환 을 바라보고 있는 세

상 사람들을 깨우쳐 구제하기 하여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과 비슷한 이 없지 않다.그러나 이것은 지 의 생을 한 회향의

보 행에서 더 한층 극 이며 사상 인 표명과 아울러 그 로 실천

된 것이요,지 의 가장 한 것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208)

박종홍에 의하면 자연 인 태도나 유용성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탐구자가 동굴 안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하여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하지만 박종홍에 의하면 지 의 회향의 보 행이야말로 더욱

207) 와 같은 곳.

208) 와 같은 책,같은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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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이고 사상 인 표명과 아울러 그 로 실천된 것이다.이처럼 박종

홍은 생을 한 회향의 보 행이라는 지 의 사회 인 실천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이로부터 서양의 상학보다 지 의 사상이 훨씬 더 훌

륭한 것임을 보여주려는 박종홍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의천

의천의 사상에서 박종홍이 주목하는 은 의천이 원효의 화쟁 사상

을 발견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교 병수(敎觀幷修)의 자세로 발 시켰다

는 것이다.의천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상에서 훌륭한 것을 발견해내고

발 시키고자 시도하 던 박종홍은 의천의 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시사

을 받고자 하 다.

송으로 건 가 정원(淨源),자변(慈辨)등 50여 명이나 되는 법사들을

역방하여 많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의천에 있어서 끝끝내 사로

잡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다름아닌 해동의 화쟁불교요,특출한 원효

의 사상 깊이와 넓음이었음이 틀림없다.구태여 국의 어느 종 에

도 구애됨이 없이 독자 인 창의에 의하여 모든 이설을 총섭 융화하는

데서 한국 인 특색을 발휘한 태도가 원효에 한 의천의 공명 이었

을 것이다.의천은 원효에 있어서 한국 불교의 주체 인 통을 찾아

이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겠다.209)

박종홍에 의하면 의천은 국의 법사들과 교류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국 원효의 화쟁 사상에 공감을 느 고 독자 인 창의에 의하

여 모든 이설을 총섭 융화하는 한국 불교의 주체 인 통을 확립하고자

시도한 사상가이다.이로부터 그는 국의 것이라고 혹은 한국의 것이라

고 하여 무턱 고 내세우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소신 즉

209)『 집』4권,「의천의 교 병수와 주체 통」,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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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지 하고 훌륭한 것은 뚜렷하

게 밝 내었음을 강조하고자 하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여 무엇이나 거 찾아내기만 하면 주체 인 통

이 서는 것이 아니요,거기에는 진정으로 바로 볼 아는 안목이 높아

야 하겠거니와 그러기 하여서도 사상 인 깊이가 한 창의 인 극

치에까지 고들어 새로운 활로 개척을 한 고투의 노력이 제되어

있어야 한다.이러한 에서 원효를 찾아 그의 함을 밝힘으로써 주

체 인 통을 확립하려고 한 의천이야말로 그가 성자(聖 )라고 앙모

한 원효에 못지않게 거룩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과언은 아닐 성싶

다.210)

이로부터 박종홍이 사상을 진정으로 바로 볼 아는 의천의 높은

안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에 의하면 이러한 안목에는 사상

인 깊이가 창의 인 수 에까지 이르러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기 한

피 나는 노력이 제되어야 한다.이러한 에서 볼 때 창의 인 사상을

확립한 원효나 사상의 함을 밝 낸 의천이나 모두 ‘거룩한 면’이 있

다는 것이다.박종홍은 의천이 이러한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나아가 원효의 화쟁 불교의 정신을 창의 으로 발 시켰음에 주목

한다.

실로 의천은 그의 연구경력으로나 사상 내용으로 짐작되듯이 어느 종

(宗)일교(一敎)만을 편 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종합 통일하려

고 한 것이다.특히 말년에 천태종을 흥 진작시키려고 하 음은 교종

과 선종을 다리 놓아 융회(融 )시킴에 있어서 좌선 지 의 수행을

시하는 천태교 이 보다 포 이며 선종과도 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이러한 여러 이 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하 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시 의 변천을 따라 선종이 도입되어 어느 의미에서

210) 와 같은 책,같은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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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과 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에 한 태도의 천명(闡

明)이 요구되었고 그에 응하는 의미에서도 교 병수(敎觀幷修)의 총화

인 자세를 밝힐 필요가 있음직하다.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의천의 교

병수사상은 한국의 통 인 화쟁불교의 정신을 살려 더욱 발 시키

려고 한 것이라 하겠다.211)

박종홍은 의천이 특정된 종 나 교에 치우치지 않고 선종과 교종의

융회를 시도하면서 원효의 화쟁 사상을 계승함으로써 교 병수의 총화

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즉 의천이 선종과 교종의 립이

라는 특수한 시 상황에서 화쟁 불교의 정신을 살려 발 시킨 것이

그의 교 병수의 사상이라는 것이다.이로부터 박종홍이 원효의 사상이

라는 보석을 발견해냈을 뿐더러 갈고 닦음으로써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한 에서 의천의 업 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종홍은 이 게 원효의 화쟁 사상[ 통사상]을 밝 내고 선교

립이라는 시 상황에 알맞게 주체 으로[주체성]계승한 것을 의천의

교 병수의 사상이라고 악하면서,의천으로부터 올바른 통의 확립과

동시에 주체성을 선양하고자 하는 철학 입장을 도출해내고자 하 다.

사실 의천의 교 병수 사상은 숙종(肅宗,1674〜1720)의 강력한 지지 하

에 불교계를 재편하고자 하 던 정치 인 의도의 산물이었다.212)하지만

박종홍은 철학 으로 근함으로써 통의 확립과 주체성의 선양이라는

문제의식을 끄집어내었고,이러한 문제들은 Ⅴ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

지만 한국사상의 확립을 시도하면서 본격 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박종홍

은 통 인 불교사상에도 서양의 변증법 사상이 있었고(승랑)후설의

상학과 같은 것도 있었음(원측)을 보여주고자 하 다.즉 그는 서양철

211)『 집』4권,「의천의 교 병수와 주체 통」,148〜149쪽.

212)최병헌,「 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창립과 송의 천태종」,『인문논총』47집,

2002,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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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같은 것이 한국에도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하 다.뿐만 아니라 여

기서 더 나아가 승랑의 이제합명 도설은 변증법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고,지 의 회 반조는 상학의 본질직 보다 더 뛰어난 것이며,회

향의 보 행은 실천 인 면에서 훨씬 더 발 된 것임을 주장한다.

박종홍은 이러한 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방법론 인 차원에서

도 통 인 불교사상이 서양의 철학보다 훌륭하 음에 주목한다.

그는 원효가 보다 근본 이고 체 인 입장에서 승랑과 원측의 사상을

화합시킴으로써 화합을 한국불교 나아가 불교사상의 올바른 방향으로 제

시하 음을 내세우는데213),이는 통 인 불교사상이 서양의 실존철학

과 과학철학이 각자 향내 인 방향과 향외 인 방향을 고집하는 것과는

방법론 인 측면에 있어서 근본 으로 다른 것이었음을 강조하려는 박종

홍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는 불교학 에서 볼 때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넓이와 깊이,그리고 크게 책잡을 수 없는

정확성을 지니고 있다”214)고 평가된다.그만큼 다루었던 불교학 자료의

범 와 이론 인 천착의 깊이가 남다름으로 하여 다른 불교학자들의 연

구에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불교 공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

하고 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는 불교학계에 상당한 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양철학 인 에서의 해석을 통하여 통 인 불교사상

에 한 철학 인 근을 시도함으로써 한국불교를 한국철학의 역 속

으로 편입시켰다. 통 인 불교사상의 철학 인 이론에 한 주목은

“불교의 철학 성격이라는 다소 명 인 개념을 불교철학이라는 이름

으로 공 역에 도입한 것”215)으로서 한국불교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13)『 집』4권,「원효의 철학사상」,101쪽.

214)길희성,「열암 철학에서의 한국 불교사상 연구」,『 실과 창조』1,열암기념

사업회,천지,1998,255쪽.

215)조은수, 의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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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는 통 인 불교사상에서 서양철학

인 면 내지는 서양철학보다 우월한 면을 찾아냄으로써 어도 민족의 문

화 자존심을 높여주고자 시도하 던 그때 당시에는 분명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을 것이다.서양철학에 비해 결코 못지않은 한국불교사상의 철

학 인 사유의 깊이에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것’에는 하등의 심도 없고

서양사상만을 따라 배우기에 하 던 당시의 사상 풍토를 바로잡고

자 시도하 던 박종홍의 노력은 인정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2.한국 유학사상 연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박종홍은 어릴 한학자 던 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웠고 철학공부를 본격 으로 시작하면서부터는 이황의 사상 즉

유학을 공부하고 싶었다.하지만 식민지라는 시 상황과 경성제국

학이라는 특수한 학문 환경을 고려하여 제 로 된 연구가 불가능할 것

이라고 단하 고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하여 서양철학에 입문하게 되었

다.이제 해방을 맞아 한민국은 독립하 고 경성제국 학은 서울 학

교로 변신하 으며 서양 철학이 한계에 부딪 새로운 환을 시도

하고 있음을 확인한 박종홍은 한국 통사상 연구의 한 부분으로 유학사

상을 연구할 수 있는 객 환경과 학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게 박종홍이 유학사상에 한 심을 끝까지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한국 유학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그는 한국에 있어서

유학의 가르침은 “학문이기에 앞서 생활감정 속에 깊게 뿌리박 있

다”216)고 악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의 생활

신조 바닥에는 유학 인 윤리기 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 여겼다.따라서 박종홍은 “유학에 한 이해 없이 오늘의 한국사상을

216)『 집』4권,「한국유학의 역사 추이와 그 향」,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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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함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217)고 하면서 한국 유학사상을 본격

으로 연구하게 된다.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에서 서양철학 인 요소를 확인하고 서

양사상보다 우월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에 강조 을 두었다면,박종홍은

유학사상에 한 연구에서는 서양 철학의 향내 인 태도와 향외 인

태도의 모순과 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양자의 변증법 통일을 강조

하는 창의 인 정신을 끄집어내고자 시도하 다.즉,서양 철학의 새

로운 환에 안으로 제시되는 한국사상(한국유학사상)의 모습을 자세

하게 밝 보고자 하 다.

이러한 박종홍의 한국 유학사상에 한 연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우선,첫 번째 부분에서는 박종홍의 한국 유학

사상의 자존심 찾기 작업에 하여 세 단계로 나 어 고찰한다.첫째 단

계는 유학사상이 국에서 래되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

되었음에 주목하면서 한국 유학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고,둘째 단계는

서양의 인간의 존엄성에 한 강조나 실존사상 그리고 과학철학사상 등

이 한국의 유학사상에도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그리고 셋째 단계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유학사상이 도학 인 요소(향내)와 실학

인 요소(향외)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새로운 환에 안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다음,두 번째 부분에서는 박종홍의 조선 후기의 외래사상의 수용에

하여 집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한국 통사상과 서구 사상 사

이에서 새로운 한국사상을 확립하고자 고민하 던 박종홍은 비록

시 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성리학과 서양사상 사이에

서 갈등하 던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의 사상으로부터

시사 을 얻고자 하 다.실학자들의 천주학과 근 과학기술 그리고 서

양철학에 한 이해와 수용을 각각 살펴볼 것인데 이 부분의 논의는 Ⅴ

장에서 이루어질 한국사상에 한 논의와도 직 으로 연 된다.

217) 와 같은 책,같은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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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구체 으로 살펴본다.

(1)한국 유학사상의 자존심 찾기

1)한국 유학사상의 특징

박종홍의 한국 유학사상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독 조선조 기

의 유학에 심 을 기울여 자세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그

의 조선조 기의 유학에 한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그는 “진정으로 우

리 자신을 알기 하여 우리의 유학사 특히 그 기본 인 특징이 형성되

었다고 할 조선조 기의 유학사가,여러 애로와 난 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여 밝힐 필요가 있다”218)고 주장한다.즉 박종홍은 조선조 기에

이미 한국유학의 기본 인 특징이 형성되었다고 악하는 것이다.아래

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박종홍은 사상의 개과정을 놓고 볼 때,주희의 성리학이

학으로 정해진 이후로 다른 학설들은 모두 사문난 (斯文亂賊)으로 간주

되어 용납되지 않음으로써 자유롭고 다채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음을 한국 유학의 커다란 특징 의 하나로 들고 있다.219)

그러나 박종홍은 이황(李滉, 溪,1501〜1570)이 주자학을 근본으

로 하 음은 사실이지만 “주자학을 묵수 (墨守遵奉)하는 나머지 창의

성이 희박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독자 인 사색에 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을 개하 음을 강조한다.220)나아가 이황의 『주

자서 요』 등의 술이 일본에서 간행되어 학계에 향을 주고 있고

국 북경에서도 『성학십도』가 인쇄되어 매되고 있는 사실로부터 이

218)『 집』4권,「유교사상」,255쪽.

219)『 집』4권,「한국 유학의 특징」,241쪽.

220)『 집』4권,「이퇴계론」,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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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사상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음을 내세운다.이는 이황에 한 독자

인 사색과 국제 인 심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유학사상의 상을 보

여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이황에 의하여 본격화되는 사단칠정논쟁과 그 연장선상에 있

는 인물성동이론을 박종홍은 순 학문 입장에서의 한국유학의 특징으로

내세운다.그는 “수세기에 걸쳐 유학자이면 구나 일가견을 가지고 이

[사단칠정과 리기,논자 주]에 논 하지 않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221)

라고 강조하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500년 동안이나 연구가 지속된 것

은 정체된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깊이 고들어

감으로써 한국 유학의 독특한 특색으로 나타났음에 주목한다.

박종홍은 이황과 이이(李珥,栗谷,1537〜1584)의 학문 차이에

해서는 주자학에 한 연구가 깊어짐으로써 주력하는 이 같지 않음

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해석한다.이황의 주장을 정(正)이라면 이이의

견해는 반(反)이 되는 것으로,박종홍은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르기보

다도 척 ( 蹠的)인 특성을 띠고 있음이 사실”222)이지만 실제로는 결

국 모두 주자학의 범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해석하면서 립 인 요소

를 완화시키고 합(合)의 측면을 강조한다.그 다면 구체 으로 어떻게

악하고 있는지 아래에 살펴본다.

리의 체와 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율곡이 리를 논할 때에 소이연자로

서의 체를 생각하 다고 하겠다.바로 이 이 퇴계가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소당연지리(所當然之理)로서의 리를 보다 요시하 던 것과

기본 인 입장을 달리 하 던 것이요,소당연자가 리의 용이니만큼 퇴계

는 리도 발하는 것으로 생각하 다고 하겠다.다시 말해서 퇴계는 리를

용의 소당연지리로 보았기 때문에 발하는 것이라고 하 고 율곡은 리를

체의 소이연지리(所以然之理)로 해석하 기 때문에 무 (無爲)한 것,따

221)『 집』4권,「한국유학의 역사 추이와 그 향」,224쪽.

222)『 집』4권,「유교사상」,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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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발하는 것이 아니요 기만이 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223)

박종홍에 의하면 이황은 리를 용의 소당연지리로 보았기 때문에 리

가 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이는 리를 체의 소이연지리로 보았기 때

문에 리는 무 (無爲)한 것일 뿐 발하는 것은 오로지 기뿐이라고 주장한

다.즉 그는 리의 체에 주력하느냐 아니면 리의 용에 주력하느냐가 다름

에 따라 리가 발한다고 주장하는 이황과 리는 발할 수 없고 발하는 것은

오직 기라고 주장하는 이이의 의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 악한다.

박종홍은 여기서부터 나아가 이황이 실천도 물론 요하지만 학문

인 연구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술활동에 념하게 되었고 경으로써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을 것을 강조한 반면에 이이는 마음공부의 필

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 인 민생문제의 해결을 무엇보다 시하게 되

었고 성의(誠意)로써 경세제민의 경륜을 실천하여야 함을 내세우는 것이

라 악한다.다시 말하면 이황은 경으로써 일 하 고 이이는 성으로써

일 하 다는 것이다.

성실함(誠 )은 하늘의 도이니 성인의 경지이고 성실히 하려함(誠之

)즉 맹자의 성실히 할 것을 생각함(思誠 )은 사람의 도이다.박종홍

에 의하면 이황에게 있어서 경은 사람이 참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경

을 지니면 성으로 된다.224)이이에게 있어서도 “경은 용공(用功)의 요긴

(要緊)이요,성은 수공의 경지라고 하여,경에 의하여 성에 이른다.”225)

223)『 집』4권,「이율곡의 이기론」,332쪽.

224)『퇴계집』29,「書」5,<答金而精>,“그러나 이제 착수하여 공부할 곳을 구하

려 한다면 마땅히 정부자(程夫子)의 정제엄숙(整齊嚴肅)을 우선으로 하여 오래도

록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마음이 곧 한결같아져 그르고 사특한 생각이 범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

다.외모가 엄숙하고 심이 한결같아지면 이른바 ‘마음을 오로지하여 잡념을 가

지지 않는다.(主一無適)’는 것과 ‘마음을 수렴하여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항상 깨어 있다(常惺惺)’는 것이 모두 그 가운데 있으므로 각 조목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일(主一)’의 일(一)은 ‘둘로 하지 않고 섞지

않는다’는 ‘일’이며 ‘한 가지에만 몰두한다.( 一)’는 ‘일’이고,성(誠)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닙니다.다만 ‘주일’할 수 있으면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225)『성학집요』3,「修己第二中」,<誠實>5.“敬是用功之要,誠是收功之地,由敬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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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참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도를 리에 한 경에서 찾으려 한 것

이 이황이었다면 이이는 기의 작용에 한 정찰(精察)에 심을 두고 정

찰의 의지를 확립함이 요함을 강조하 다고 악한다.226)

이황과 이이의 차이를 리에 한 해석의 차이로 보는 이러한 박종

홍의 견해는,일부 학자에 의하면 이황과 이이를 각각 리 기로 크게

나 어 보는 다카하시나 이러한 다카하시의 구도를 부분 으로 수정하여

이이를 주기 인 서경덕과 주리 인 이황의 충으로 보는 이병도의 견

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27)이 게 박종홍이

리에 한 해석의 차이로 이황과 이이의 의 차이를 악하는 진정한

의도는 립 인 측면보다는 종합 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유학에

한 보다 정 인 인식을 심어주기 함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황의 경에서 이이의 성으로 주안 을 옮겨가면서228)박종

홍은 한국 유학사상이 차 구체 인 생활에서의 실 인 실천을 강조

하 음에 주목한다.박종홍은 무엇보다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사상

인 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실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 다.

따라서 실 사회의 윤리질서를 재건하려는 실천에 직 뛰어든다.국민

교육헌장제정의 참여는 이러한 박종홍의 실천 노력의 정 이었다.

박종홍은 이황과 이이의 사단칠정논쟁을 부질없는 공리공론으로 간

주하면서 폐단부터 걱정할 것은 아니며,오히려 그처럼 정 한 논리

분석을 를 이어 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두뇌가 명석하 기

至於誠矣.(경은 공부에 힘쓰는 요체이고 성은 공부의 효과를 거두는 지 이니 경

에 의하여 성에 이른다.)”

226)『 집』4권,「이율곡의 이기론」,335쪽.

227)정원재,「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01,1〜2쪽.

228)박종홍은 권근(權近,陽村,1352〜1409)의 『입학도설(入學圖說)』로부터 주경

(主敬)사상이 논의되기 시작하 고 김굉필(金宏弼,寒暄 ,1454〜1504),서경덕

(徐敬德,花潭,1489〜1546),이언 (李彦迪,晦齋,1491〜1533)을 거쳐 이황에 이

르러서는 경으로 일 하 다고 악한다.『 집』4권,282〜327쪽 참조.그리고

박종홍 사상의 요한 키워드 의 하나가 성 즉 성실인데 이에 한 보다 자세

한 논의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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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악한다.따라서 그는 이러한 논리 인 분석을 계승하고 심

화·발 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기왕에 일제시 에 일인(日人)고교형 박사가 이[사단칠정논쟁,논자 주]

에 착안하여 어느 정도 연구 정리한 업 도 남기었거니와,우리로서 좀

더 철 하게 이퇴계·기고 시 에서보다 훨씬 그 이 으로 소 하여

조선왕조 기 혹은 그 이 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던 것인가

를 면 하게 알아보아 그 계통(系統)이 밝 졌으면 좋을 안다.주자

학이 래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논의되었던가 알게 될 것이요,

더 올라가 국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밝힌다면 한반도에 건

와서 개된 특색이 뚜렷해질 것이다.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서양철학

인 련에서 세 한 탐구를 거듭하여 그 참된 면목을 드러내 보이게 된

다면 학계에의 공헌은 물론이요,한국 사람의 철학 사색의 수 을 세

계에 알리게 될 것으로 믿는다.229)

이는 앞으로의 사단칠정논쟁의 연구에 한 박종홍의 야심찬 계획

이 잘 드러나 있는 목이다.우선은 한국 사람으로서 다카하시의 연구

를 넘어서 보다 철 하고 체계 으로 사단칠정논쟁의 말을 살펴보고,

다음 국에서의 사단칠정논쟁에 한 논의와 조함으로써 한국만의 특

색을 부각시키고,나아가 서양철학과의 연 속에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한국 유학의 참된 모습을 발굴해내어 한국 사람의 철학 인 사색의 수

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임을 호소한다.

실제로 박종홍이 타계한 후,학계에서 다카하시의 조선 유학에 한

연구는 한동안 식민사 에 기 하 다는 이유로 무조건 으로 비 을 받

다가 그래도 “방 한 자료의 수집,철 한 고증,면 한 분석”230)의 근

인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진 첫 연구라는 은 정 으로 검토되었다.

229)『 집』4권,「유교사상」,259〜260쪽.

230)최 성,「한국철학사로서의 조선시 유학사 성리학사 서술방법의 탐색:

기존 통사 술에 한 비 검토를 심으로」,『동양철학연구』43집,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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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카하시의 주리·주기 구분의 타당성 여부가 논의되면서231)이에

한 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함께 생겨나게 되었다.232)

2)서양에 있던 것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박종홍은 우선 서양 근 정신의 핵심인 민주해방사상이 한국에

도 있었음을 주목한다.그는 이이의 공론(公論)을 백성들 모두가 그 다

고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공론은 이익으로서의 유혹도 아니고

엄으로서의 박도 아닌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그런 것임을 강조한다.여

기서 박종홍은 이이가 “오로지 민의(民意)의 창달(暢達)이 무엇보다도 소

하고 선무임을 감하 기 때문”233)이라고 악하면서 이것을 한국

에 있어서의 민주사상의 표 으로 간주한다.

박종홍에 의하면 이러한 민주사상은 허균(許筠,1569〜1618)에 이르

면 보다 더 철 해진다.그는 허균의 “사람이 타고난 재질(才質)이란 모

두 쓸모가 있게 되어 있다.귀하다고 천부가 풍(豊)한 것도 아니요,루

(陋)하다고 재품(才稟)이 색(嗇)한 것도 아니다”234)는 주장으로부터 허균

이 비천한 백성의 생활 속에서 숭고한 천의를 찾으려 하 고 “속임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본 것”235)이라고 악한다.

231)거의 부분의 연구에서는 다카하시의 주리·주기의 분류가 하지 않다고

악한다.반면에,한자경은 주리·주기의 분류를 리의 활동성에 한 인정여부를 기

으로 삼은 것이라 악하면서 다카하시의 분류가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자경,「주리·주기의 함의 고찰―‘타카하시 토오루의 주리·주기’에 한 비 과

안의 검토」,『 동철학』55집,2011,153〜167쪽 참조.)

232)다카하시의 주리·주기의 구분에 한 안을 제시한 연구로 정원재는 주기론이

아닌 지각설의 맥락에서 이이의 철학을 악하 고(정원재,「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1),이종우는 한국유학사를 심

학(心學)과 성학(性學)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 으며(이종우,「한국유학사 분류

방식으로서 주리·주기에 한 비 과 안」,『철학연구』64집,2004,27〜29쪽.),

조남호는 주리·주기의 도식을 비 하면서 퇴계학 와 율곡학 를 ‘고유명사’로 정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다카하시 도오루 지음,조남호 옮김,『조선의 유학』,

소나무,1999,20〜21쪽 참조.)

233)『 집』5권,「한국에 있어서의 근 인 사상의 추이」,26쪽.

234) 와 같은 책,같은 ,29쪽.



-103-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박종홍이 서구 근 사상의 싹으로 간주하

는 것이다.아래의 문을 살펴본다.

서구의 근 사상은 개별 인 인간성의 해방으로부터 시작하 다.‘나’라

는 개인의 자각이 발단이 되었다. 세기의 형식 인 구속으로부터 벗어

나려는,말하자면 일종의 반항정신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자유로운 생

활 속의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서양 사람

만이 생각할 수 있었던 사상은 아니다.우리에게도 그 싹은 있은 지 오

래다.우선 그 향이 자못 큰 바 있었다고 생각되는 허균의 사상부터

보기로 한다.236)

박종홍은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려고 한 것을 서구 근 사상의 시작

으로 악한다. 세기의 형식 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항정신으

로부터 개인의 자각이 생겨나고 이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한 요구가 생

겨나게 되는 것이다.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서구 근 사상의 싹은 바로

반항정신임을 알 수 있다.박종홍은 이러한 반항정신이 서양에서만 생각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며,인간의 존엄성에 한 요구가 우리에게도 있

었음을 강조한다.

결국 박종홍은 반역이라는 죄명으로 극형을 받았던 허균에게서 반

항정신을 찾아낸다.그는 허균이 “형식화된 도덕의 탈을 쓴 세도가들의

폭정 에 백성들의 인간성이 유린(蹂躪)되고 있음에 분노를 느 고”

“언제나 억울한 서민의 편에서 인간성의 의의를 밝히려 하 고 평등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 악한다.그

러면서 “불기분방(不羈奔放)한 탈선 생활은 마치 르네상스시 의 여러

천재들의 그것을 연상 한다”고 하면서 허균의 사상에 서구의 근 사상

과 통하는 선구 인 기본정신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확신한다.237)

235) 와 같은 책,같은 ,30쪽.

236)『 집』5권,「한국사상의 방향」,6쪽.

237) 와 같은 책,같은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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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에까지 견주었던 동학사상에 주목한

다.박종홍은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고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

는(事人如天)것을 동학의 기본사상으로 간주한다.그는 여기서 특히 성

(誠)을 근본 인 자세로 내세우고 성지우성(誠之又誠)을 강조하는 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誠)즉 성실

이라고 악한다.성실이라는 정신 기반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하

늘에까지 견 수 있었고 이는 인간이 참되려고 노력함이 하늘의 진실무

망(眞實無妄)함과 통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여기서 어떤 사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더구나 신

앙활동의 정사(正邪)를 가리려는 것은 아니다.오직 인간의 존엄성이 어

느 정도로 높이 그리고 시되었는가를 으로써 족한 것이다.자아의

자각을 근 인 사상의 추축(樞軸)으로 보아 그와 련된 면을 척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나는 고루한 학자들의 통 인 이론

개에 있어서보다도 성을 띤 그들의 사상에 있어서 오히려 이 나라

백성들의 숨결과 맥박이 느껴짐이 사실이다.이 민족의 참된 염원이 거

기에 아로새겨져 있다고 생각된다.민주다 해방이다 하여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느끼며 알게 된 것이 아니요,이 땅의 백성들의 속

에서 두고두고 그의 실한 요구의 싹이 터서 자라나오고 있었다.민주

평등의 사상도 자유해방의 사상도 그 남의 것만은 아니다.238)

이로부터 박종홍이 오히려 성을 띤 동학사상이나 허균의 사상

에 백성들의 숨결과 맥박이 느껴지고 민족의 참된 염원 즉 민주평등과

자유해방 사상의 싹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민주해방

사상이 서양의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의 속’에도 민주평등

과 자유해방의 요구가 싹이 터서 자라나오고 있었다는 것이다.단지 ‘민

주’라는,‘해방’이라는 표 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한국에도 그러한 사상

이 있었음을 주장한다.

238)『 집』5권,「한국에 있어서의 근 인 사상의 추이」,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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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사상에 한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박종홍은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이 성실이라고 보았다.여기서 성실은 인간이 인

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바탕이고 성실이 결여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운운

할 여지조차 없게 된다.박종홍은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성실에 주목하

면서 성실 즉 참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한 악은 동양이

나 서양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그에 의하면 실존의 실

은 성실의 실이었고 이는 유학의 성실사상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결국

모두 참되려고 애쓰는 존재인 인간에 한 사상일 뿐이었다.

인간은 로 참되기만 한 존재는 아니다.참되려고 애쓴다.그러기에

인간은 성자(誠 )아닌 성지자(誠之 )라고 한 것이요,그 실존이라기

보다도 가능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다.성실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통하며 사람과 하늘이 통할 수 있다.그 성실사상이 이 민족의 기본정신

이요 궁극 인 염원이었음을 생각할 때 오늘날 실존 운운한다고 새삼스

신기한 남의 것처럼만 생각하여야 할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239)

박종홍은 인간이 참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지자(誠之

)이자 가능 실존이라고 악한다.그는 성실사상이 고려 말엽의 이

제 (李齊賢,益齋,1287〜1376)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시 에 들어서면서

곧 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되었고 안창호(安昌浩,島山,1878〜1938)에

이르러서는 고조에 달하여 사상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음을 강조하면

서240)민족의 기본정신이자 궁극 인 염원이었음을 드러낸다.이로부터

239)『 집』5권,「한국사상의 방향」,14쪽.

240)이제 으로부터 시작하여 권근,이황,이이,보우(普雨,懶庵,?〜1565),이수

(李晬光,芝峯,1563〜1628),안정복(安鼎福, 菴,1712〜1791),홍 용(洪大容,湛

軒,1731〜1783),박지원(朴趾源,燕巖,1737〜1805),이덕무(李德懋,邪亭,1741〜

1793),정약용(丁若鏞,茶山,1762〜1836),김정희(金正喜,阮 ,1786〜1856)를 거

쳐 안창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實)”을 강조하 음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 있

다.『 집』5권,「한국에 있어서의 근 인 사상의 추이」,36〜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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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실존사상은 결코 ‘신기한 남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이었고 다만 표 이 달랐던 것뿐이라는 것이다.

실존사상 뿐만이 아니다.박종홍은 최한기가 “철학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획기 인 과학철학의 사상을 주장 개하

다”241)고 악한다.그는 『기측체의(氣測體義)』를 집 으로 살펴보

면서 최한기의 철학 기본특성을 ‘경험주의’로 규정하면서,최한기의 철

학이 논리 경험주의로 철두철미 일 됨으로써 실학사상의 철학 기반

을 확립하 다고 악한다.

박종홍은 구체 으로 최한기의 ‘심체(心體)의 순담(純澹)’을 로크

(JohnLocke,1632〜1704)의 ‘백지(Tabularasa)’와 연 시키고,‘니착(泥

着)의 제거’를 베이컨(FrancisBacon,1561〜1626)의 ‘우상(Idola)’의 배제

와 일치·상통하는 것으로 악하며,실학 의 무실사상을 오캄(William

Occam,1280〜1347)의 ‘유명론(Nominalism)’이나 베이컨의 ‘시장의 우상

(idolafori)’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기억방법론을 흄(Hume,1711〜

1776)의 ‘념연합에 한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과학 인 사상 개의 싹이 엿보인다고 주장한다.242)

나아가 박종홍은 최한기의 증험(證驗)에 의한 지와 부지의 분석을

오캄의 면도날(razor)과 같이 “학문에 있어서 흐리터분한 군더더기의 제

거를 의도하 던 것”243)이라고 악하면서 최한기의 모든 사상이 ‘발생

론 이며 실증 인 경험주의’로 일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과연 혜강은 종래의 실학사상을 철 화하 다고 하겠거니와 의 논

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내지 논리 경험주의(Logical

Empiricism)가 검증 불가능한 문장을 무의미한 것이라 하여 일축(一蹴)

하는 태도와 그 근본 인 요구에 있어서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실로 혜강은 그 당시의 과학 지식을 토 로 과학철학 인 사상의 새

241)『 집』5권,「서구사상의 도입과 그 향」,251〜252쪽.

242)『 집』5권,「최한기의 과학 인 철학사상」,288~303쪽.

243) 와 같은 책,같은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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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수립을 하여 획기 인 훌륭한 노력을 경주하 고 업 을 남

긴 것이라고 하겠다.244)

박종홍에 의하면 최한기는 과학 지식에 근거하여 실학사상을 철

화함으로써 의 논리 실증주의와 근본 인 요구에 있어서 일맥상

통하게 되었고 과학철학 인 사상의 새로운 수립에도 업 을 남기게 되

었다.이 게 박종홍은 최한기를 과학 지식을 토 로 하여 과학철학

인 사상의 새로운 수립을 하여 획기 인 업 을 남긴 학자로 악하면

서 한국에도 과학철학 탐구가 분명하게 있었음을 강조한다.

박종홍은 서양의 민주해방사상에 이어 실존사상,과학철학사상까지

도 한국에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 다.여기서 이이의 공론을 정말로

민주사상의 싹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서구 근 사상의 시작을 인간의

존엄성에 한 강조로 해석하여도 되는지,허균의 사상에 과연 서구의

근 사상과 통하는 선구 인 기본정신이 들어있는지,실존의 실을 성실

의 실로 보아도 무방한지는 의문이다.하지만 다만 여기서 드러난 박종

홍의 의도는 짐작해볼 수 있다.박종홍은 이 게 해석함으로써 서구 근

의 민주해방사상이 이 땅의 백성들의 속에서 싹 트고 자랐고

철학의 실존사상이 민족의 기본정신이자 궁극 인 염원으로 간주되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 던 것이다.이

로부터 박종홍이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에 이어 유학사상 연구에서

도 서양에 있었던 철학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4) 와 같은 책,같은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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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유학사상의 훌륭함 찾기

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종홍은 성실사상이 민족의 기본정신이자 궁

극 인 염원이었음을 강조한다.하지만 박종홍에 의하면 성실사상은 마

음으로 생각만 하는 데 있지 않다.

참됨은 본래 속으로부터 생겨나야 하는 것이요,속에 참됨이 없이 안

이 다름을 허 허식(虛僞虛飾)이라고 함은 말할 것도 없다.그러나,성실

은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데 있지 않고 실천역행(實踐力行)함으로써 실

됨이 사실이다.무실(務實)사상은 바로 이 역행을 강조한 것이다.그것

을 우리의 선인들은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것이다.245)

성실을 도의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실용후생의 경제 인 것은 생

업 내지 산업과 계된 것이라고 하겠다.본래 무실의 실은 이 양면을

겸비하여 온 것이다.246)

첫째 문에 나타나 있듯이 박종홍은 무실사상 즉 실학247)이란

바로 성실사상의 실천역행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악한다.그리고

둘째 문에 의하면 무실 즉 실학의 실은 성실이라는 도의 인 측면과

실용후생의 경제 인 측면도 포함한다.박종홍이 보기에 실학사상은 성

실이라는 도의 인 측면과 실용후생의 경제 인 측면을 동시에 구비(겸

비)하고 있는 것이다.아래의 문에는 실학에 한 박종홍의 견해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245)『 집』5권,「한국에 있어서의 근 인 사상의 추이」,52쪽.

246) 와 같은 책,같은 ,63쪽.

247)여기서 박종홍이 말하는 실학은 실(實)을 강조한 학문이라는 의미로,한국 성리

학 내지는 한국 유학을 가리킨다.우리가 흔히 쓰는 기존의 유학에 천주교 등의

외래사상이 새롭게 결합되어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실학과는 다름을 지 해둔다.

박종홍은 에서 두 가지 의미의 실학을 분간하지 않고 섞어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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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한 실학의 학 태도는 실속 없이 부화한 시문의 공부와 소

과거를 한 학문을 배격하 다.부질 없는 공론으로 지묵을 허비함보다

는 채소나 과수를 가꾸어 민생을 윤택 함이 좋다는 것이다.그 다고

이들이 성리학에서 떠났던 것은 아니다.마음의 자세에 있어서 성실과

경건을 무엇보다도 강조하 다.공리 인 실용만을 목 으로 하 다기보

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기 하여 민생이 문제 던 것이다.248)

박종홍에 의하면 실학사상이 비록 부질없는 공론보다는 실용 인

측면에서 민생을 강조하지만 그 다고 해서 결코 성리학에서 떠난 것은

아니었고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성실을 강조하 다.박종

홍의 이러한 실학에 한 해석으로부터 실학사상에 성실이라는 마음의

자세와 채소나 과수를 가꾸는 즉,산업 내지는 경제 인 실용의 민생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마음의 자세는 도의 인 측면이고 실용이라는

민생과 직 으로 련된 것은 경제 인 측면이다.이러한 두 측면은

박종홍이 서양 철학 즉 실존철학과 과학철학을 악하는 틀인 향내

인 측면과 향외 인 측면과 맞물린다.향내 인 측면을 정(正)이라면

향외 인 측면은 반(反)이다.박종홍은 성실이라는 도의 인 측면 즉 향

내 인 측면(正)과 실용이라는 경제 인 측면 즉 향외 인 측면(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사상으로 실학사상(合)을 해석함으로써 향내 인

측면과 향외 인 측면이 애 에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서양

철학의 새로운 환에 한국사상이 안으로 제시되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 다.

박종홍은 이러한 도의 인 측면과 경제(산업) 인 측면의 계에

주목하 던 학자로 이원구(李元龜,一叟,1758~1828)를 주목한다.249)이원

구의 사상은 처음으로 박종홍에 의하여 학계에 소개되었다.박종홍은 이

248)『 집』4권,「유교의 수용과 변용에 하여」,235쪽.

249)『 집』5권,「인륜과 산업과의 불가리의 계를 역설한 이원구의 사상」,256

〜273쪽;같은 책,「인륜과 산업과의 불가리,이원구」,274〜2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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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가 도의의 실천과 산업을 부부 계로 악하면서 양자는 불가리(不

可離)의 일체로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음

을 밝히고자 하 음에 주목하면서 도학과 실학250)을 창의 으로 결합시

킨 인물로 부각시킨다.

인륜과 산업이 불가리의 일체라는 이원구의 사상으로부터 시사를

받아 박종홍은 이 게 주장한다.

한 사람에 있어서도 언제는 도의를 지키고 언제는 산업에 종사한다는

법도 없다.도의를 지키면서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요,산업에 종사하면

서 도의를 지키는 것이다.참된 마음은 그것이 참됨을 발휘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 둘을 하나로 속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성실의 실도 실이요,

실용의 실도 실이다.하나의 실이 있을 뿐이다.속으로 참된 것도 참이

요,겉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참이다.도의 인 성실성도 참이요,과학

기술 인 진리도 참이다.이 두 참이 하나의 참으로 개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잡히는 것이다.251)

박종홍은 성실의 실도 실이고 실용의 실도 실인 것으로 하나의 실

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즉 하나의 실의 두 가지 측면이 성실과 실용이

되는 것이다.박종홍은 성실의 실과 도의 인 성실성(誠)을 연 시키고

실용의 실과 과학기술의 진리(眞)를 연 시킴으로써 하나의 실 즉 하나

의 참이 있음을 주장한다.이를 달리 해석하면,도의 인 성실성 즉 도학

과 과학기술 인 진리 즉 실학이 한국 유학(성리학)의 두 측면이라는 것

이다.즉 한국 유학사상에 도학의 향내 인 측면과 실학의 향외 인 측

면이 모두 들어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사상,더 자세하게는 통 인 한국 유학사상이 도학 인 요소

와 실학 인 요소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서양 철학의 향내

인 실존사상과 향외 인 과학철학의 새로운 환에 안을 제시할 수

250)이원구의 사상에 한 설명에서 나오는 실학은 조선 후기의 실학을 가리킨다.

251)『 집』6권,「마음의 자세」,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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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박종홍은 한국 유학사상에서 도학 인 측면과 실학 인 측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양자의 종합을 강조한다.252)이

러한 에서 볼 때,박종홍이 도학과 실학을 결합시키고자 하 던 이원

구의 시도를 높이 평가함은 무 당연한 일이었다.그리고 도학( 통사

상,正)과 실학(외래사상,反)을 창의 으로 결합시키고자(合)시도하 다

는 에서 박종홍과 이원구는 일치한다.253)

(2)조선 후기의 외래사상의 수용에 한 검토

박종홍은 민생을 강조하 던 이원구의 사상을 실학으로 간주하면서

실학사상에 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처럼 두되었던 실학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실 을 보지 못하 을 뿐

만 아니라 사상 자체로서도 계승 발 되지 못한 이유가 당쟁 는 쇄국

인 정책 때문이라고도 하겠으나,그보다도 실학의 철학 인 기본원리

의 확립,다시 말해서 정신 인 기 의 정립이 거의 돌보아지지 않은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좀더 사색 요구가 세찼던 들,성리학이나 도학

과의 결이 보다 심각하 을 것이요,거기에 반드시 이론 인 개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거개가 박학다기(博學多記)의 백과 서식 학자

일 뿐,철학 인 원리에까지 깊이 고 내려가지는 못하 기에 도학은

도학 로 실학은 실학 로 병존할 따름이요,그 어느 하나도 참으로 우

리 자체의 문제 해결에 힘이 되지 못하고 만 것인 안다.254)

252)이동 은 “주체 각성과 실 악을 주요한 틀로 하는 열암 철학의 정신에 비

추어 볼 때,도학은 주체가 되고 실학은 객체가 되어 주객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고양이 가능한 것”이라고 악하는데,필자가 보기에 박종홍은 도

학과 실학을 주객의 계보다는 향내와 향외의 차원으로 이해함으로써 양자의

종합 인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이동 ,「열암의 실천 유학」,『박종홍 철학의

재조명』,천지,2003,133쪽.

253)이러한 맥락에서 김형효는 “이원귀를 조선조 18세기의 박종홍으로,박종홍을

20세기 한국의 이원귀로 엮어 도 무리는 없을 성싶다”고 한다.김형효,

「20세기 한국의 실과 능 의 사회철학 사유」,『박종홍 철학의 재조명』,

천지,2003,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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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박종홍이 실학이 계승·발 되지 못한 이유를 실학의 정신

인 기 즉 철학 인 기본원리의 확립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학에 한 보다 명확한 사색 요구가 있었

더라면 도학과의 결이 훨씬 더 심각하 을 것이고 상응한 이론 개

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말이다.박종홍은 실학자들이 박학다

기에 그치지 말고 깊이 고들어 실학의 철학 인 원리를 철 하게 모색

하 더라면 도학과 실학이 병존하기만 함으로써 그 어느 것도 서양사상

수용에 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실학은 도학과 비되는 것으로,성리학에 새로 래된 외래

사상을 결합시킨 학문이라는 의미이다.박종홍은 만약에 조선 후기에 이

미 실학 내에서 새로 도입된 외래사상과 기존의 성리학의 결합을 모색하

는 사색 요구가 강하 더라면 도학과의 결은 물론이고 실학의 이론

개도 훨씬 활발하 을 것이고 서양사상의 수용에 한 우리의 고민

을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 던 것이

다.이로부터 그가 근 인 성격이 짙은 실학사상으로부터 서양 철

학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찾아보고자 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에 새로 래된 사상에는 천주교 사상,서구

의 과학기술에 한 지식,청 의 고증학,개화사상 등 여러 가지가 있

다.박종홍은 종교사상으로 천주교의 도입과 향을 살펴보고 있고 거기

에 일본과 미국의 향을 받은 후의 개화사상을 고찰하고 있으며 서구의

철학사상이 래된 경 에 주목하고 있다.여기서는 그 에서도 천주교

사상과 서구의 과학기술에 한 지식 그리고 서양철학의 이해와 수용에

한 박종홍의 연구를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54)『 집』5권,「인륜과 산업과의 불가리의 계를 역설한 이원구의 사상」,27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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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주학에 한 이해와 수용

우선 천주교의 도입에 한 박종홍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에서도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민간인의 신앙으

로서라기보다도 하나의 새로운 사상으로서,학으로서 학자들의 호기심을

끌었던 것이다.그러기에 천주교라기보다도 천주학 는 서학이라고 부

르는 경우가 많았다.천주학 래에 있어서의 특색은 우리나라 지식층,

그것도 신진기 의 말하자면 진보 인 지식층에 먼 침투되었음이 짐

작된다.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교는 왕실에서 왕실로 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개신기독교는 일반상민을 심으로 도(傳道)되었다고 볼 수 있

다.그에 비하여 천주학은 도 아래도 아닌 학자·지식층을 심으로

되었던 것이다.255)

박종홍은 천주교가 개신기독교나 불교와 달리 신앙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사상으로서 일부 진보 인 학자들의 호기심을 끌었고

진보 인 학자들을 심으로 하여 되었다고 악한다.그러면서 그

는 정약종(丁若鍾,아우구스티노,1760〜1801),정약용(丁若鏞,茶山,1762

〜1836),정하상(丁夏祥,보오로,1795〜1839)256)을 심으로 하여 조선

후기의 천주학의 소화와 섭취과정에 하여 살펴본다.

여기서 정약종과 정하상은 표기된 세례명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완

히 천주교 신앙으로 기울어진 학자이다.박종홍은,천주학의 교리를 자

신의 것으로 소화시킨 뒤에 시 상황에 알맞게 알기 쉬운 국문으로

술함으로써 백성들을 깨우치기 하여 노력한 학자로 정약종을 주목한

다.정약종의 『주교요지(主敎要旨)』상,하 두 권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물이다.박종홍은 배불(排佛) 태도나 선악에 한 천주의 상벌이 사후

255)『 집』5권,「서구사상의 도입과 그 향」,206〜207쪽.

256)이 가운데서 정약종과 정하상은 부자 계이고 모두 천주교 신자이다.그리고

실학자 정약용은 정약종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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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에 주어짐을 역설한 을 『주교요지』의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서양의 술을 번역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나 한국의 통 인 신앙

과 실정에 합한 서술이라고 단한다.

그리고 정하상의 『상재상서(上宰相書)』는 성경의 실제 이치(實理)

에 근거하여 천주학의 골자를 가장 요령 있게 천명한 술이라고 악한

다.그러면서 박종홍은 “유교에 하여서는 처음부터 그 근본사상에 있

어서 일치 부합하는 것임을 은근히 역설하고 있음”257)을 『상재상서』의

뚜렷한 하나의 특색으로 간주하면서,『상재상서』에서 천주학의 요지에

한 간단명료한 요약은 물론이고 유학자들의 비난에 한 책까지 마

련하고 있는 으로 보아 천주학에 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도 히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이 게 박종홍은 정약종과 정하상으로부터 천주학을 소화하는 모습

을 확인하고자 하 다.하지만 박종홍의 심은 정약종과 정하상과 같이

천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천주교의 신앙을 유교 세계 보다 우

에 놓는 것이 아니라 유교 세계 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천주

학을 하게 수용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펼쳤던 정약용에

있었다.아마도 천주학을 수용하 지만 결코 천주교인은 아니었으며 정

주의 성리학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고 오히려 마테오 리치(MatteoRicci,

1552〜1610)의 유학 에 가까운 정약용의 실학사상으로부터 박종홍이 확

인하고 싶었던 것은 성리학과 천주학이 묘하게 조화된 모습이 아니었

을까 싶다.

박종홍은 정약용의 성삼품설(性三品說)이 선악의 윤리 가치만을

기 으로 성을 유별한 한유의 성삼품설과는 근본 으로 다르고258)서양

선교사 삼비아시(FrancisSambiasi,1582〜1649)259)의 『 언여작(靈 蠡

257)『 집』5권,「천주학의 도입 비 과 섭취」,195쪽.

258)“다산은 ‘性에는 三品이 있는데 목의 性은 生만 있고 覺이 없으며,禽獸의 性

은 生과 覺을 겸하고 있다.그런데 사람의 性은 生과 覺을 겸하 을 뿐 아니라

靈하고도 善하다.상 하의 三級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性을 다하는

방법도 뚜렷하게 다르다.……’고 하 다.”『 집』5권,「 서구 세계 과 다

산의 수사구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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勺)』의 삼혼설(生魂·覺魂·靈魂)과 유사한 ,원죄는 아니지만 죄의식에

한 정약용의 강조가 정주(程朱)와는 달리 체험에서 얻어진 신념인 것

같은 ,그리고 서(恕)에 한 강조로부터 정약용의 사상과 천주학이 서

로 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260)

반면에 정약용의 『상례사 (喪禮四箋)』261)의 내용이나 그 밖의 상

례에 한 다양한 술들,그리고 하늘을 섬김(事天)을 말하지만 섬김에

있어서의 근본을 무엇보다도 유학의 효제충신에 두고 있는 ,내세(來

世)에서의 생(永生)이 아닌 세(現世)에서의 안심입명(安心立命)의 경

지를 강조하고 있는 으로부터 박종홍은 정약용의 사상에 천주교 세

계 에서는 도 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

다.262)

이로부터 박종홍이 정약용의 사상에 한 연구에서 천주학을

하게 수용하면서 유교 세계 을 유지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종홍은 정약용의 사상 안에서 외래사상인 천주학이 어떻게

기존의 사상인 유학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통

인 한국 유학사상과 서양 철학 사이에서 고민하 던 박종홍이 천주

교의 사상을 받아들여 유교의 경 을 해석하는 정약용으로부터 외래사상

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자세 같은 것을 배우고자 하 음을 알 수 있다.

259)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이고 국명은 필방제(畢方濟)이다. 국 선교사를 자

처하여 1610년에 마카오에 도착하 고 1613년에 북경에 갔다.그 뒤 상해·송강

(松江)·남경· 동 등 지역에서 교활동을 하 고 1649년에 동에서 사망하 다.

표작은 『 언여작(靈 蠡勺)』(1624)으로서 18세기 에 조선에 래되어 많

은 학자들이 읽었다.신후담(愼後聃,1702~1761)의 『서학변』에는 『 언여작』

의 내용에 한 비 이 있다.

260)『 집』5권,「 서구 세계 과 다산의 수사구 」,97〜100쪽.

261)상례(喪禮)에 한 술이다.「상의 (喪 匡)」,「상구정(喪具訂)」,「상복

상(喪服商)」,「상기별(喪期別)」로 구성되었다.

262)『 집』5권,「 서구 세계 과 다산의 수사구 」,100〜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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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구 과학기술에 한 이해와 수용

박종홍은 한국이 근 과학기술의 도입과 섭취에 있어서 뒤떨어졌

음은 사실이지만 그 다고 해서 도입의 필요성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고

섭취의 소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주목한다.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자.

민생에 심이 깊어질수록 식자(識 )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모든 생

활방식이 비과학 인 데 착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우선 그 당시

의 청조문물에서 본뜰 만한 것을 도입하려고 노력하 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무엇보다도 지 않은 수의 연행록(燕行 )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때로는 사신들의 내왕만으로는 미흡하게 생각되었던지,외국선

박의 내항(來航)을 계기로 이에 선처(善處)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능

을 습득하여야 된다는 의론까지도 하게 되었다.263)

박종홍은 민생에 한 심이 깊어질수록 실학자들은 백성들의 생

활방식이 비과학 인 것에 주목하게 되었고 청조의 문물에서 ‘본뜰 만한

것을 도입하고자’시도하 음을 강조한다. 한 내항한 외국선박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야 된다는 논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

는데264)이로부터 그는 실학자들이 어도 외국의 선진 인 것을 도입하

여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도출해낸다.

나아가 이러한 청조의 문물이 결국에는 서구의 과학기술에서 향

263)『 집』5권,「한국에 있어서의 근 인 사상의 추이」,64〜65쪽.

264)박종홍에 의하면, 국의 어선들이 4월에 와서 해삼(海蔘)을 캐서 8월에 돌아

가는데,박제가(朴齊家,貞蕤,1750〜1805)는 이를 막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들

을 우 하여 선박제조(船制)기술을 배우고 상인들을 끌어들여 한국 사람들의 견

식을 넓 주고자 하 다. 한 표류하고 있는 외국사람( 流外人)으로부터 배를

만드는 기술을 자세하게 물어 교공(巧工)이 본떠 배우거나 혹은 그 사람이 기술

을 발휘하게 한 뒤에 돌려보내자고 하기도 하 다.박종홍은 이러한 논의로부터

새로운 지식의 도입과 섭취에 심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와

같은 책,같은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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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음을 알게 된 실학자들은 차로 근 과학기술에 길을 돌리게

되었다.박종홍은 명말(明末)부터 조선 유학자들이 이미 망원경이나 자

명종,천문역법에 하여 단편 인 호기심을 가졌고 이러한 호기심은

차 실학자들에 의하여 실용후생과 결부되어 과학 인 사고방식으로 발

되었음에 주목한다.박종홍에 의하면 이러한 과학 인 사고방식과 실용

후생의 결부는 정약용을 거쳐 최한기에 이르면 제 로 본격화된다.

실로 혜강은 통 인 유학사상을 실증 ·과학 인 근 화와 련시켜

새로운 태도로 발 시킴으로써 그 근본정신을 시 으로 살리려 하

다.그리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 섭취할 정신 자세와 기본 인

철학 이론을 천명하 다고 하겠다.엄 하게 따진다면 혜강 자신이 극

구 배제하려는 형이상학 요소가 그의 소원 로 깨끗이 청산되었는가

는 의문이 없지도 않다.그러나 실학 사상가들로 흔히 지르기 쉬운

백과 서 인 지식의 나열이나 지엽말단 인 형식의 모방을 지양하고

일 된 원리에 입각하여 자각 인 연구의 활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한 공

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단지 이조 말엽의 다사다난한 가운데 혜강

의 이러한 사상이 제 로 계승 발 되지 못하 음이 한스럽기도 하지만,

한국의 정신 인 근 화가 보통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미 미의 긴 한

과제로서 원리 인 깊이에 있어서 다루어졌음을 짐작하기에 족하다고

하겠다.265)

이로부터 박종홍이 최한기가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 섭취할 정신

자세와 기본 인 철학 이론을 천명하 다고 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여기서 기본 인 철학 이론은 바로 최한기의 ‘경험주의’이다.그

는 최한기가 일 된 논리 즉 ‘경험주의’에 입각하여 통 인 유학사상을

시 상황에 알맞게 발 시킴으로써 한국의 정신 인 근 화가 원리

인 깊이에서 다루어졌음을 내세운다.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최한기의 사

상이 제 로 계승되지 못하 음이 유감이라고 지 한다.

265)『 집』5권,「최한기의 과학 인 철학사상」,333쪽.



-118-

이 게 박종홍은 한국이 근 과학기술에 한 도입의 필요성을 몰

랐던 것이 아니었고 섭취의 소질이 없었던 것도 아닐뿐더러 최한기에 의

하여 정신 자세와 기본 인 철학 이론까지 갖추고 있었음에 주목한

다.이러한 최한기의 사상을 제 로 계승하고 발 시켰더라면 근 식민

지 시 의 한국의 낙후는 어느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

던 그는 민족의 발 을 도모함에 있어서 최한기의 사상을 의 한국이

라는 새로운 시 상황에 부합하게끔 계승하고 발 시켜야 함을 극

주장하게 된다.

결론 으로 동서양사상의 융합을 고민하 던 박종홍에게 최한기의

‘경험주의’는 일종의 해답으로써 강조된 것이었다.‘경험주의’로써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통 인 유학사상의 근본정신을 시 으로 살리

고자 시도하 던 최한기를 동서양사상의 융합을 모색한 사상가로 악하

면서 박종홍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최한기의 학문 시

도로부터 시사 을 받고자 하 다.

3)서양철학에 한 이해와 수용

정약용의 천주학 수용과 최한기의 ‘경험주의’에서 외래사상에 한

태도나 자세 같은 것을 엿보고자 하 다면 박종홍은 조선 후기 유학자들

의 서양철학에 한 수용으로부터는 보다 직 으로 서양철학에 한

이해와 평가를 살펴보고자 하 다.아래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① 이정직의 「강씨철학설 략(康氏哲學說大略)」

박종홍은 이정직(李定稷,石亭,1841〜1910)266)을 한국 서양철학 연

구의 선구자로 간주한다.이정직이 칸트를 ‘康德’로 표기하고 「강씨철학

설 략(康氏哲學說大略)」을 술하여 칸트의 철학에 하여 비교 체

계 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에 서양철학을 소개한 첫 사람임을 강조한

266)구한말의 유학자이고 사승 계가 분명하지 않다.



-119-

다.267)나아가 박종홍은 이정직의 칸트 철학에 한 연구가 상당히 깊이

가 있고 칸트의 철학을 주자학과 비교 분석하 음에 주목한다.

이정직이 칸트의 자유를 ‘循天理之自然思想(천리의 자연을 따르는

사상)’이라고 해석하면서 성리학의 본연지성과 연 시키고,칸트가 이론

인 면이나 실리(實利)보다는 도덕·실천 인 면을 더 요시한 을 훌

륭하다고 평가하고,칸트가 ‘사람을 목 으로 해야지 수단으로 해서

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 하고

‘인(仁)’의 경지로 설명한 으로부터 박종홍은 칸트의 철학이 주자학과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을 엿보고자 하 다.268)

따라서 “동양이다 서양이다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이 그러지만,

서양에서도 실리주의·공리주의로만 기우는 것은 아니다.칸트에게 바로

그런 면이 있다.그러므로 서로 용납 안 되는 것 같지만,장차 잘 연구하

면 서로 조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269)고 한 이정직의 말은 박종홍에게

고무 으로 들렸을 것이고,박종홍이 보기에 칸트의 철학을 불교사상과

연 시켰던 양계 270)와 달리 유교사상과 연 시켰던 이정직은 독자 일

수밖에 없었다.

결론 으로 박종홍은 이정직의 칸트 철학에 한 연구로부터 유학

자로서 유학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양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 다.그리고 서양철학에 하여 유학자가 보인 최 의 반

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과 서양철학의 조화를 시도하 던 이정직의

연구는 그러한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이제 가능성을 확인한 박

종홍은 유학자들이 서양철학을 수용하는 구체 인 태도에 심을 돌리게

되었다.

267)이러한 박종홍의 주장에 의하여 이정직은 한국에 서양철학을 소개한 첫 사람으

로 학계에 알려졌다.

268)『 집』5권,「이정직의 <칸트>연구」,284쪽.

269) 와 같은 책,같은 ,285쪽.

270)양계 ,「近世第一大哲康德之學說」(1903〜1904),『饮冰室文集』下,以文社,

1977,122〜1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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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인재의 『철학고변(哲學攷辨)』

박종홍은 “순철학 인 심을 가지고 서양철학을 한문으로 된 소개

서를 통하여 혼자 공부하고 그에 하여 유학자의 입장에서 비 을

처음으로 가한”271)유학자로 이인재(李寅宰,省窩,1870〜1929)를 꼽는다.

여기서 한문으로 된 소개서에는 서양의 술을 국 사람이 번역한 것과

국인이 지은 술,그리고 국 사람에 의하여 번역된 일본 사람의

술도 들어있다.272)이인재는 이러한 술들을 참고하여 고 그리스의

철학을 소개하고 비 하는 『철학고변(哲學攷辨)』273)을 지었다.

박종홍이 이인재의 『철학고변』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고 그리스의 철학을 비 하 다는 이다.즉 유학자의 서양

철학에 한 비 인 태도이다.박종홍은 이인재의 학문 계보를 곽종

석(郭鍾錫,俛宇,1846〜1919)을 통하여 이진상(李震相,寒州,1818〜

1886)그리고 로 올라가 이황을 배웠다고 정리하면서 “주리설을 모든

논조에 있어서 철한 것이 그(이인재)의 사상의 요한 특색”274)이라고

간주한다.

박종홍은 『철학고변』의 주된 내용인 고 그리스의 철학에 한

이인재의 비 을 의(大意)만 간략하게 알아본다.박종홍에게 있어서

271)『 집』5권,「서구사상의 도입과 그 향」,244쪽 참조.

272)박종홍에 의하면 이인재는 랑스의 리기약(李奇若,원명 미상) , 국의 진

붕(陳鵬)역의 『철학논강(哲學論綱)』,양계 (梁啓超)의 『음빙실문집』,일본의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1858~1919) , 국의 나백아(羅伯雅)역의 『철학요

강』 등을 참고로 하여 『철학고변』을 술하 다.『 집』5권,「서구사상의

도입과 그 향」,245쪽 참조.

273)이 책은 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인재가 「辨」을 지어

논평하는 식으로 쓰 다.이 책에 소개된 철학자는 탈 스(廷禮),아낙시만드로스

(亞那機曼的),아낙시메네스(亞那機蔑尼),아낙사고라스(亞那機沙哥拉),피타고라

스(畢達哥拉),크세노 네스(質諾非尼), 르메니데스(扒蔑尼的),제논(質諾), 우

키포스(柳西扒斯), 로타고라스(歇拉里他),소크라테스(瑣格拉底), 라톤(栢來

圖),아리스토텔 스(亞里斯多德),스토아 제논(士多亞質諾)등이다.개별 철학자

의 소개 뒤에 ｢史論｣｢哲學史論｣｢哲學定義｣가 짤막하게 붙어 있고,맨 뒤에 곽

종석이 쓴 ｢書哲學攷辨後｣가 들어 있다.이 구,「개화기 유학자와 계몽운동가들

의 서양철학 수용」,『철학사상』4호,1994,250쪽 참조.

274)『 집』5권,「이인재론」,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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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가 과연 소크라테스의 ‘신(神)’개념을 제 로 이해하고 있는지,

라톤의 이데아를 정확하게 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인재의 비 이 어

디까지 정당하고 어디까지는 정당하지 않은지 등은 그다지 요하지 않

다. 요한 것은 이인재가 고 그리스의 철학을 자신의 학문 입장(주

리설)에 근거하여 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종홍이 보기에 이인재가 고 그리스의 철학을 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인재의 연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어도 이인

재는 서양철학을 맹목 으로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문

입장(주리설)에 근거하여 비 인 태도를 취하 으니 말이다.이런

에서 볼 때,박종홍의 서양 철학에 한 비 인 수용태도는 이

인재의 학문 태도와 유사하다.

③ 병훈의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1920)

박종홍은 이인재가 고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과 유학사상을 비

교하면서 주로 양자의 차이 을 지 하고 있고 이로부터 서구의 사상을

비 하고자 시도하 다면 병훈(全秉薰,成庵,1857〜1927)은 『정신철

학통편』(이하 『통편』이라 약칭함)에서 “우리나라의 철학사상을 비롯

하여 동서양의 철학을 심리학·도덕철학·정치철학 등으로 나 어 리 총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275)고 하면서 동서양의 사상이 서로 일치하는 부

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악한다.

사실 병훈은 유학보다는 도가의 학문에 심취하 고 몸소 정신을

수련하여 도를 성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76)그는 ‘정신’을 심개념으

로 하여 유학과 불교,도교와 서양철학의 사상을 종합 으로 고찰하여

275)『 집』5권,「서구사상의 도입과 그 향」,252쪽 참조.

276) 병훈은 서지방의 명유 던 박문일(朴文一,雲菴)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

고 고종 29년(1892)에 의 부 도사, 무 3년(1899)에는 추원 의 을 지냈으며

순종이 즉 하던 해인 1907년에 직을 버리고 국 동으로 건 갔다.도가(道

家)의 명산인 나부산(羅浮山)에 들어가 『도장(道藏)』에 한 연구에 매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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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공용의 학문(入世公用之學)을 확립하 고 정신철학이라고 명명하

다.277)『통편』은 상·하의 2책,상· ·하의 3편,6권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1권이 정신철학통편,2권이 심리철학,3·4권이 도덕철학,5·6권이 정

치철학이다.

박종홍은 병훈 역시 국의 서 을 통하여 서양철학을 연구하

지만 『통편』이 국 북경(북경정신철학사)에서 간행된 것은 이채로운

것이라고 지 한다.여기서 이채롭다는 것은 병훈이 『통편』의 술

을 기획하고 집필에 이어 출 까지의 과정을 국에서 진행함으로써

당시 국의 최신 연구성과나 연구동향들이 반 된 다양한 자료를 참고

로 하여 연구의 범 와 역이 철학 외에도 심리학,자연과학,정치학 등

으로 훨씬 넓어진 이 색다름을 가리킨다.

박종홍이 병훈의 『통편』으로부터 주목하고자 하 던 것은 서양

철학의 사상과 통사상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박

종홍은 병훈이 라톤의 철학을 이미 성역(聖域)에 이른 것이라고

악하면서 “유학과 일치하니 놀라운 일이라고 찬환(讚歡)까지”하 고,아

리스토텔 스의 용설에 주목하고 있고,칸트의 구평화론을 언 하면

서 “천인 회통의 이치를 통견(洞見)한 것이라고 하며 거룩하다”고 주장

하 음을 들면서 서양의 사상과 통사상이 상통하는 부분을 찾아냈음을

밝히고 있다.278)

박종홍은 병훈의 서양철학 연구로부터 동서양의 철학에 서로 통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 다.이러한 사실로부터 볼 때,

박종홍이 자신의 서양철학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통사

상에도 서양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음을 의식 으로 찾아내고자 하 던

작업은 병훈의 이러한 서양철학과 통사상의 충이라는 입장에서 양

자의 서로 통하는 부분을 찾는 작업과 상당부분 닮아 있다.

277) 병훈,『정신철학통편』(명문당,1983),「서론」,“今作入世公用之學,則名之

以精神哲學 .”

278)『 집』5권,「서구사상의 도입과 그 향」,252〜2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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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조선 후기의 외래사상에 한 연구 그 에서도 천주교

사상과 서구의 철학사상의 이해와 수용에 한 박종홍의 연구를 살펴보

았다.보다 자세한 서술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박종홍이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외래사상 즉 천주학과 과학기술 그리고 서양철학

에 한 이해와 수용을 살펴보면서 서양 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가

능성,태도,방법 등 다양한 면에서 어떠한 시사를 받고자 하 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박종홍은 한국 유학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통 인 유학사상이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 하 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실존사상이나

과학철학사상 등과 같은 사상도 포함하고 있었고 나아가 도학과 실학을

결합시켰던 이원구의 사상으로부터 향내와 향외의 종합 인 통일을 강조

하 음에 주목한다.한국사상이 서양 철학의 새로운 환에 안으

로 제시되는 근거를 밝 보고자 하 던 것이다.

여기서 도학사상과 실학사상은 개인을 심으로 하여 인간의 내

인 도의 인 측면(향내)과 민생과 련된 외 인 경제 인 측면(향외)을

강조하는 사상이다.Ⅲ장에서 살펴보았던 서양 철학에서도 박종홍은

인간을 심으로 하여 내면 성실성에 호소하는 실존사상(향내)과 외부

의 상세계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과학철학(향외)으로 구분하 다.두

가지 향내와 향외의 구분이 모두 개인 인 인간을 심으로 하는 공통

이 있다.

박종홍은 이러한 인간 심의 향내와 향외의 구분에서 나아가 한국

이라는 국가를 심으로 한 향내와 향외의 구분에도 주목하 다.한국이

라는 국가를 심으로 할 때 통 인 유학사상은 향내 인 것이 되고

서양사상은 향외 인 것이 된다.그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천주교와

과학기술을 포함한 서양사상을 수용하면서 이러한 서양사상과 통 인

유학사상을 융합하고자 시도하 음을 강조한다.

한 외래사상의 한 부분으로서 서양철학에 한 유학자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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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용을 집 으로 살펴보면서 박종홍은 통 인 유학사상과 서양철

학의 조화의 가능성(이정직),비 인 수용태도(이인재)와 동서양사상이

일치하는 부분에 주목하 던 ( 병훈)을 확인하 다.이는 서양철학과

한국 통사상을 융합하여 한국사상을 새롭게 확립하고자 하 던

그의 학문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박종홍이 달하고 싶었

던 메시지는 통사상이 결코 서양철학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통사상에도 서양의 그러한 것이 있었고 나아가 서양철학의 새

로운 환에 안을 제시할 정도로 “매우 훌륭하다”는 이었다.따라서

그는 서구의 사상에만 열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통사상을 잘 알아보

고 계승하고 발양함으로써 서양철학의 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철

학사상의 발 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종홍은 한국의 통사상에 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도 하지 않고 그 보잘것없다고 단정하 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으로 새로운 것을 한국의 통 속에서 찾는 근기를 가져 보라”279)고

호소한다.그는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창의 인 선

각자들이 속출하 고 그 한 정신은 면면히 끊어진 일이 없었음도 사

실”280)이라고 하면서 통사상에 한 새로운 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강조한다.박종홍이 보기에 통사상과 단 된 채로는 어떠한 새로운 사

상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박종홍의 이러한 통사상,특히 유학사상을 개인에서 국가로의 사

유주체의 환을 거치면서 향내와 향외의 종합으로 재해석하는 작업 자

체는 신유학 인 작업임에 틀림없다. 통사상에 한 해석에서 나

아가 박종홍은 이러한 향내와 향외의 종합이라는 사유의 틀로써 새로운

한국사상에 한 정립을 시도하 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279)『 집』5권,「한국사상의 방향」,510쪽.

280) 와 같은 책,같은 ,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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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사상의 정립

한국 통사상 특히 유학사상 연구의 조선 후기 외래사상에 한

검토부분에 잘 드러나 있듯이,박종홍은 “우리가 오늘날 처음으로 갑자

기 근 인 사상에 하게 된 것은 아니다.우리가 지 극복하려는 것

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고난을 우리의 선인들도 겪으며 올바른 삶의 길을

개척하기 하여 싸워 온 것”281)이라고 하면서 서구의 새로운 사상에

한 선인(先人)들의 이해와 수용으로부터 선인들의 창조 인 정신을 본받

아야 함을 주장한다.

통사상을 당 의 실에 알맞게 주체 으로 살리고자 시도하 던

의천,유교 세계 을 유지하면서 천주학을 하게 수용하여 조화시

키고자 노력하 던 정약용,서양의 과학기술에 한 도입에서 정신 인

자세와 철학 인 이론까지 갖추고 있었던 최한기,서양철학에 한 유학

자의 최 의 반응이었던 이정직의 칸트 연구,자신의 학문 입장에 근

거하여 고 그리스의 철학을 비 하 던 이인재,그리고 통 인 유학

사상과 서양사상의 상통하는 부분에 주목하 던 병훈을 주목하면서,

박종홍은 ‘우리의 창의 인 선각자들의 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 시

켜야 함을 내세운다.

민족문화의 치는 이미 우리의 선인들이 닦아 놓은 토 에 자리잡

고 있다.그리고 그 토 에 진폭이 넓게 새로운 섭취와 더불어 주체

성을 빛내는 것,그것이 바로 한국사상의 방향이리라.282)

281)『 집』5권,「한국에 있어서의 근 인 사상의 추이」,78쪽.

282)『 집』5권,「한국사상의 방향」,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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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한국사상은 바로 선인들이 닦아 놓은 토 에 확

립되어야 하고,그러한 토 에 새로운 사상의 섭취와 더불어 주체성

을 빛내는 것을 한국사상의 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종홍은 서양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통사상의 창조 인 정

신,즉 향내와 향외의 종합을 강조하는 정신을 계승하고 발 시킴으로써

한국사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발 시키고자 시도하 다.박종홍이

보기에 통사상과 단 된 채로는 어떠한 새로운 사상도 불가능한 것이

었고 반드시 통사상을 에 부합하도록 계승하고 발 시킴으로써 새

로운 한국사상을 확립하고 발 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동서문화의 립을 강조하던 데로부터 동서문화의

융합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 면서 “ 국문화가 구 한 민족정신으로 ‘서

양문화를 악·흡수·융합· 화시켜야 하며’,서양문화를 ‘유교화(儒化)’·‘

화화(華化)’·‘국화’해야 한다”283)고 주장하 던 1930〜1940년 국의

문화사조와 유사하다.서양문화를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지만 반드시

국문화의 민족정신을 계승함으로써 서양문화를 ‘국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신유가인 풍우란과 하린(賀麟,1902〜1992)등은 동

서문화의 융합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악하면서 국문화의 존립과 그

운명은 바로 서양문화를 성공 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

는 것이라 주장하 다.그들은 서양문화를 성공 으로 흡수함으로써 동

서문화를 융합하여 국문화의 새로운 발 을 도모하고자 시도하 던 것

이다.

이로부터 풍우란이나 하린의 학문 시도가 박종홍의 학문 시도

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모두 서양사상을 극 으로 받아들여 자

국의 통사상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 시킴으로써 동서양사상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결국 풍우란은 서양의 신실재론의 방법으로 국철학의

283)鄭家棟 지음,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 사분과 옮김,『 신유학』, 문서원,

1993,46쪽.



-127-

내용을 다룸으로써 자신의 철학체계인 신리학(新理學)를 확립하 고 하

린은 신헤겔주의와 육왕심학을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신심학(新心學)을

확립하 다.그 다면 박종홍은 한국사상을 어떻게 확립하는지 아

래에 자세하게 살펴본다.

박종홍은 1959년 4월부터 서울 에서 학계 최 로 「한국철학사」

강의를 시작하 고 연속 4년간 진행하 다.그리고 한국철학사에 한

강의를 시작하기 조 인 1958년 7월에는 『한국사상』제1집에 「한국

사상연구의 구상」284)이라는 한 편의 을 발표하 다.나 에 출 된

서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의 서론(序論)으로 수록되는 이 에는

한국사상에 한 박종홍의 서론 인 구상이 간략하게 담겨져 있다.

본인 스스로도 충 생각나는 로 은 시론(試論)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 서론 인 구상은 연구의 구체 인 방법이나 ,태도가 분

명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단 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

에 산재(散在)해 있는 단편 인 논의들을 재구성하고 『 집』5권에

실려 있는 「한국철학사상 논고」부분의 들을 함께 살펴 으로써

한국사상에 한 박종홍의 기본 인 생각들을 반 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한국사상’의 정의

(1)사상이란 무엇인가

우선 사상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박종홍은 우선 사상이 곧 생

활신조라고 풀이하는데 그 다면 생활신조란 무엇일까.

284)이 은 『 집』4권에 「한국사상연구에 한 서론 인 구상」이라는 제목으

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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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려움에

부딪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근심 걱정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사람도 순간 인 충동(衝動),산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

는 것이다.그러므로 구든 자기 앞에 난 이 다가올 때 걱정을 하게

되고,나아가서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해서 자기 나름 로의 마음의

태도랄까,소견 는 신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뭔가 어마어

마하게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껏 궁리하고 다져가는 의

지,그것을 일러 생활신조라고 하겠다.285)

박종홍에 의하면 생활신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즉 생활을 해나가

면서 부딪히게 되는 난 을 걱정하고 이겨나가기 한 마음의 태도나

신념을 가리킨다.그리고 이러한 생활신조를 일 성 있게 다듬어 보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사상이다.그는 사상이란 책

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며

남녀노소 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옳다고 호응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286)

그 다면 무엇보다도 실에서의 생활 즉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박종홍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가 기본 으로 해결되어야 하

니 자연을 떠날 수 없고,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고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인간을 떠날 수 없다고 악한다.이러한 인간의 삶과 인

간,자연 사이의 계는 서로 묘하게 얽히고설킨 한 계로 떼려야

뗄 수 없고 서로 발 을 진한다.여기서 인간과 자연의 계는 고

나가면 결국 과학기술에 이르고 인간과 인간의 계는 결국 의범 의

윤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계는 힘을 빼앗고 빼앗기는 계이다.인간은 과학

기술을 통하여 자연의 바람,물,증기,석탄,핵물질의 력을 빼앗다 보

285)『 집』5권,「한국사상,오늘의 과제」,513쪽.

286) 와 같은 책,같은 ,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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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 힘이 무 강하여 오히려 멸망할 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과학철학의 운명을 연상하게 한다.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요한 것이다.박종홍은 인간 계의 측면에서 삶을 집요하

게 들여다본 것이 바로 서양철학의 실존사상이라고 본다.이러한 두 가

지 계는 서로 변화를 진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두루 발 시켜야 인간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 게 보면 사상이란 바로 사람이 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맞닥뜨

리는 고난을 해결하려는 태도나 신념,의지의 일 성 있는 구 이다.이

는 인간이 실 인 삶 속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각하고

거기에 하여 일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철학 요구라고 악하는 박

종홍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결국 사상은 철학 요구의 구 이다.

따라서 사상은 지나간 과거에 한 ‘주워 맞추기’즉 재구성이 아니

고 오히려 다가올 미래에 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 것이다.

(2)한국사상의 함의

박종홍은 이러한 사상에 한 설명과 같은 논리로 한국사상을 이

게 해석한다.

가령 한국사람,한국사상이라고 할 때 한국 사람은 한국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알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한국 사람으로서 살다보니 한

국 사람이 부닥치는 고난이 있고,그에 맞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까를 고민하고,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 만이 아니라,미래에 닥쳐올

어려움에 해서 앞당겨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와 생각의 산물로

써 한국사상이 탄생한 것이다.287)

한국사상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사는 데서 생겨난 것으로

287) 와 같은 책,같은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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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난 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즉

한국 사람의 삶을 떠나서 한국사상을 생각할 수 없다.한국 사람의 생활

은 한국사상의 토 이다.그 다면 여기서 사상과 사상의 토 인 생활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박종홍에 의하면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말’이다.

한국사상은 한국 사고방식을 떠날 수 없고 그 독특한 사고방식은 우

리의 말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한국 말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 인 사고방식은 거기에 엄연히 있는 것이요 따라서 한국

사상은 없을 수 없다.288)

한국사상은 일단 ‘한국 말’로 사고된 것이다.언어에 의하여 사고하

고 사고에 의하여 사고방식이 생겨나는 것이니 한국사상과 한국사상의

토 인 한국인의 생활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한국 말’인 것이다.박종홍

은 아무리 좋은 사상일지라도 “우리의 생활,우리의 말로 소화 흡수되지

못한 채로”라면 한낱 수입품에 그치고 “어울리지 않는 몸짓을 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꼴”이 되고 만다고 한다.289)

여기서 ‘한국 말’이란 한국 사람들이 삶과 사유를 표 해온 언어라

는 의미이다.그것은 근 이 까지는 한문이었고290)근 이후에는 국

한문 혼용방식이었다.한문은 결코 한국만의 언어가 아닌 동아시아의 공

통된 지 매개 언어 기 때문에 한국사상의 특색을 보장해 수 없고

오히려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 담론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291)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 보이지만 같은 언어라고 해서 그

288)『 집』4권,「한국사상연구에 한 서론 인 구상」,11쪽.원문은 “한국사상

은 한국 사고방식을 떠나지 않을 수 없고”인데 논리 인 맥락을 따져보면 “한

국사상은 한국 사고방식을 떠날 수 없고”이므로 여기서는 고쳐 쓴다.

289) 와 같은 책,같은 ,12쪽.

290)15세기 세종 왕의 한 창제 이후 기존의 한문체,차용체(借用體)에 국문체와

국한문체를 함께 사용하 지만 표기법에서는 한문이 주류 다.

291)조성택,『불교와 불교학』,돌베개,2012,281〜2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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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생겨난 사상도 비슷하다는 법은 없다.박종홍은 “학문 인 술

들이 비록 한문으로 여 히 어진 것은 사실이나 뜻있는 학자들은 매양

민족 인 주체성에 유의하 으며 강조도 한 것”292)이라고 주장한다.

박종홍은 ‘우리의 생활,우리의 말로 소화 흡수된 것’이 바로 한국사

상이라 악하 다.그에 의하면 유학사상이나 불교사상도 비록 남의 것

이었음은 사실이지만 모두 오랜 시간의 래와 수용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흡수됨으로써 사상 인 독자성을 확보하 기에 한국

사상임이 분명하다.그가 보기에 한국 불교와 한국 유학의 독자 인 사

상은 “한국 사람의 철학 두뇌와 역량을 여실하게 보여 것”293)이었고

그처럼 정 한 철학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

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박종홍은 유·불·선(仙)삼교를 융합하여 한국에

서 독창 으로 만들어낸 인내천(人乃天)의 동학사상을 강조한다.유학이

나 불교,도교의 향을 받았음이 사실이지만 거기에 사람이 곧 하늘이

라는 새로운 면을 개척함으로써 한국 사람의 독자 인 사상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었다.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견주었음에 주목하면서 서구의 근 사상에 있어서 선구 인 기본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내세운다.

한,한국사상은 한국인의 생활신조이기 때문에 박종홍은 한국사상

의 확립을 거족 (擧族的)인 과제로 악하면서 반드시 민족의 구성원

모두에 의하여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상은 백성의 바닥 마음속에 정 하여야 한다.생활신조로서의

사상은 학자나 지식인의 독 물이 아니다.그런 독 물로서의 사상이 있

다면 그것은 이미 한국사상은 아니다.오히려 사상이 무엇인지 말조차

모르는 무지하고 불우한 백성의 느낌 속에서 싹트고 있다.294)

292)『 집』5권,「한국에 있어서의 근 인 사상의 추이」,74쪽.

293)『 집』4권,「한국사상연구에 한 서론 인 구상」,9쪽.

294)『 집』5권,「한국사상의 확립」,5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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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상은 반드시 백성의 바닥으로부터 싹튼 것으로 백성에 의

하여 자각된 공통된 생활신조이다.따라서 “쉽사리 어디서 꾸어올 수 있

는 물건도 아니요,그 다고 이미 주어진 로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완

성품으로서의 고정된 유산도 아니다.”295)박종홍은 한국인의 생활을 통

하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나온,살아있는 존재로서 아무리 힘

들더라도 한국인 스스로 자각하여 확립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국

사상이라고 악한다.

여기서 자각은 자아의 발견이다.박종홍은 서구의 근 사상과 마찬

가지로 한국사상 역시 백성들의 자각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악한

다.백성들이 속임 없는 성실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만 비

로소 백성들의 바닥 마음속에 깊이 정 할 수 있는 것이다.그에 의하

면 세 인 차이나 정치 인 견해의 립도 결국 속임 없는 진실의 발

로 즉 성실성이 제된다면 ‘공통된 의사(意思)의 모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 게 박종홍이 보기에 한국사상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생겨난 생활신조 다.그리고 ‘한국 말’에 의하여 한국 사

람의 생활 속에 소화되고 흡수됨으로써 사상 인 독자성이 확보되는 것

이고 이러한 한국사상의 확립은 반드시 민족의 구성원 모두에 의하여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다.그 다면 구체 으로 어떻게 확립되는지 아래에

자세하게 살펴본다.

295)『 집』5권,「한국사상의 방향」,5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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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사상’의 구상

(1) 통사상에 한 승

박종홍은 한국사상을 확립함에 있어서 우선 통사상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통에 하여 우리는 묵은 것,시 에 뒤떨어진 것만을 잘 보는 그

릇된 을 가져 왔다.…… 새로운 시 다.비약할 시기다.새로운 으

로 새로운 것을 한국의 통 속에서 찾는 근기(根氣)를 가져 보라.역사

는 다시 새로 어지는 것이라 한다.지나간 사실 자체가 달라질 리는

없다.그러나 인식하는 에 따라 미처 몰랐던 사실이 빛나는 각 (脚

光)을 받으며 새롭게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무력하고 사 이었

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한국역사의 부는 아니다.오히려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창의 인 선각자들이 속출하 고

그 한 정신은 면면히 끊어진 일이 없었음도 사실이다.296)

박종홍은 역사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에 따라 한국역사는

충분히 새롭게 인식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력하고 사 이었던 부

정 인 모습도 있지만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창의 인 정신을 발휘하

던 사상가들의 한 모습은 우리가 찾아내어 계승하여야 할 것이라

고 주장한다. 통사상은 결코 묵은 것이 아니고 한국사상을 확립하

면서 통사상에 하여 새롭게 심을 가지는 동시에 새로운 으로

통사상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게 통사상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내는 과정을 박종홍은

승(傳承)이라고 한다.그는 아무리 참신한 사상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통 인 원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사상의

296) 와 같은 책,같은 ,510〜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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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없이 새로운 사상에 한 순수한 창조는 인간으로서 도 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악한다.따라서 한국사상을 확립함에 있어서도 우선 통사

상에 한 승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297)

그 다면 박종홍은 어떤 통사상을 어떻게 승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무턱 고 옛 것을 주워 모으며 호고벽(好古癖)을 만족시키는 것이 승

이 아니다.문화의 승은 퇴 인 골동취미(骨董趣味)와는 엄 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문화의 승은 창조와 연결되어야 한다.새로운

창조에 이바지 못할 승이란 까딱 잘못하면 부질없는 부담만 더하게

하며 오히려 창조의 활동을 둔마 좌 할 염려조차 없지 않다. 승은

유산으로서의 문화재 없이도 안 되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선인들의 창조

인 정신을 살리어 받아 이어가는 데 뜻이 있다. 승에 있어서 묵수

아닌 단 비약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 기 하여 통은 이

미 지나간 것이면서도 의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이 때 여기에 있

어서의 우리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며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승되어야

한다.298)

이로부터 박종홍이 승에 있어서 유산으로서의 문화재도 물론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인들의 창조 인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본다.그는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창의 인

선각자들이 속출하 고 그 한 정신은 면면히 끊어진 일이 없었음도

사실”299)이라고 악한다.그리고 반드시 지 재의 우리 정세의 요구

297)양수명도 미래의 세계문화에 하여 고민하면서 국문화 본유의 태도를 비

으로 재조명하여야 함을 주장한다.양수명은 당시의 학계에서 공자의 학문을

골동품 같이 오래되어 남에게 감히 보여 수 없는 것이라 여기는 풍조를 비 하

면서 오래된 것이라고 하여 낡은 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나아가 공

자의 학설을 새롭게 빛내고자(孔子學說的重光)결심하게 되었다.양수명,『양수

명 집』1권,산동인민출 사,1989,528〜532쪽:“批評的把中國原來態度重新拿出

來.”“到現在談及中國 化便羞於出口,孔子的道理成了不敢見人的東西,…… 派

幷沒有唱 化,我自無從表示贊成.”

298)『 집』5권,「문화의 승·섭취·창조」,533〜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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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되게끔 살림으로써 새로운 창조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서 승의 목표는 오로지 새로운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

었다.

여기서 박종홍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선인들의 창조 인 정신은 바로

다름 아닌 향내 인 것과 향외 인 것의 변증법 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

이다.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박종홍은 성실 본 의 무실사상의 개

과정에 주목하면서 17세기의 실학사상에 이르러 성실이라는 도의 인 측

면 외에 실용이라는 산업 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그리고

이러한 도의 인 측면과 산업 인 측면의 계에 주목하 던 이원구의

사상을 내세운다.

박종홍은 이원구가 “인륜이 아니면 산업을 다스릴 수 없고 산업이

아니면 인륜을 밝힐 수 없다.인륜은 비유하면 남편과 같고 산업은 비유

하면 아내와 같다.때문에 인륜만을 내세우면서 산업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홀아비(鰥)이고 산업만을 취하고 인륜을 따르지 않는 것은 홀어미

(寡)다.”300)라고 하 음에 주목하면서 인륜과 산업은 부부와 같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계로서 서로 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윤업(倫

業)은 하나’라고 악한다.

이러한 이원구의 사상으로부터 박종홍은 “성실의 실도 실이요,실용

의 실도 실이다.하나의 실이 있을 뿐”301)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실이 성

실과 실용의 두 가지로 나뉜 것으로 악한다.즉 처음부터 하나의 실이

있었고 이 하나의 실이 성실과 실용으로 나뉘었다는 것이다.여기서 도

의 인 성실을 향내 인 것이라면 산업 인 실용은 향외 인 것이고 결

국 실학사상에는 향내 인 것과 향외 인 것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포

함되어 있다.

299)『 집』5권,「한국사상의 확립」,511쪽.

300)이원구,『심성록』,第一·上部,“非人倫,無以治産業;非産業,無以明人倫.人倫

比之如夫,産業比之如妻.單擧人倫而不治産業 ,鰥也;獨取産業而不循人倫 ,寡

也.”

301)『 집』6권,「마음의 자세」,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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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도의 인 성실(향내)과 산업 인 실용(향외)은 결코 스스로

독립할 수 없고 서로 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의 실인 것

으로 양자는 변증법 계를 이룬다.이 게 박종홍은 이원구의 인륜과

산업에 한 사상으로부터 성실과 실용의 변증법 계를 도출해냄으로

써 성실과 실용의 변증법 통일에 의하여 천인합일의 궁극 인 경지가

실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종홍의 이러한 주장에는 통 인 유교사상에 한 올바른 승

을 통하여 성실이라는 도의 인 측면과 실용이라는 산업 인 측면의 변

증법 통일을 강조하는 창조 인 정신을 실에 맞게 잘 살림으로써 서

구 근 화의 병폐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깔려 있다.그는 인간의 도의

인 측면을 강조하는 통 인 유교사상에 주목함으로써 서구 근 화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박종홍이 이원구의 『심성록』을 하 던 것이 해방 이라는 사

실을 감안할 때302),그의 도의 인 측면과 산업 인 측면의 계에 한

주목이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이 게 박종

홍은 한국사상을 확립함에 있어서 통사상으로서의 실학사상 특

히,이원구의 사상으로부터 향내 인 것(성실)과 향외 인 것(실용)의 변

증법 통일을 강조하는 창조 인 정신을 승하여야 함을 주장하 다.

본격 으로 동서양철학의 융합을 모색하 던 풍우란이나 하린 등도

융합은 반드시 국의 고유한 민족문화의 통을 계승하여야 함을 강조

한다.풍우란은 서양문화의 흡수를 통하여 유가사상의 생존과 발 에 새

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함을 주장하면서,서양철학의 논리분석 인

방법으로써 유가의 리학(理學)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독특한 이론체계인

신리학(新理學)을 확립하 다.

302)Ⅱ장 1 ‘박종홍의 생애와 사상의 형성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박종홍은 1944

년 1월에 일제의 문학교 폐교조치로 이화여 의 교수직에서 퇴직하 고 한가

한 여가를 갖게 되어 이원구의 『심성록』을 비롯한 여러 권의 서들을 친필로

필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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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래사상에 한 섭취

통사상의 향내 인 것과 향외 인 것의 변증법 통일을 강조하

는 창조 인 정신을 승하여야 함을 강조하 던 박종홍은 “오늘날 우리

의 새로운 사상 움직임은 체로 볼 때에 미국의 향외 인 사고방식과

유럽의 사색 태도가,우리가 처하여 있는 독특한 정세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얽히어 착잡한 혼선을 이루며,하나의 도가니 속에서 뒤끓고 있

다”303)고 악하면서 사유의 주체를 개인에서 국가/민족으로 옮겨간다.

그는 통사상에 한 승이 국가/민족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향내 인 것으로 간주하 고 미국의 향외 인 사고방식과 유럽의

향내 인 사색태도가 뒤섞여있는 실에 직면하여 한국에 수용된 외래사

상에 한 섭취를 향외 인 것으로 악하 다.그는 한국이 식민지 지

배를 받았던 주요 원인 의 하나로 근 과학에 있어서의 낙후를 들면

서 무엇보다도 외래 선진 인 문화에 한 극 인 섭취를 강조한다.

박종홍은 불교나 실학사상의 래를 들면서 외래사상에 한 섭취

는 한국에서 오래 부터 경험하 던 것이라 주장한다.그는 실학사상과

더불어 서양의 과학기술이 래되었지만 천주교의 탄압으로 과학기술의

발 이 단됨으로 하여 근 과학에서 낙후하게 되었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악하면서 무엇보다 낙후를 면하려면 반드시 외

래의 선진 인 사상을 섭취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박종홍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의 외래사상의 섭취는 비 과 취사 여

부를 가릴 겨를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외래사상은 한국의 해방과 더불

어 일본이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서구에서 직 으로 수입되었고

한 여러 가지 문화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되었다.게다가 환기라는

시 인 요소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총체 인 혼돈의 도가니 속에 빠

져 있는 것이다.박종홍은 그 에서 정화와 조박을 가려내어 진정한 ‘우

303)『 집』2권,「결론」,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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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것’으로 흡수,소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외래문화의 섭취도 단순치 않은 우여곡 을 지나서야 나의 것으로 소화

되는 것이 상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조 한 껍

데기의 모방이 탈을 내기도 하 겠지마는,그리하여 경솔한 사 주의를

경계하여야 되는 것이겠지마는,그 다고 그 소극 인 태도는 결코 상

책이 아니다.멀리 세계의 추세를 바라보아 근본 인 정신을 악하는

동시에 깊은 이치에 있어서 어떠한 이 통하고 있는가를 통찰하는 데

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여기서 비로소 우리의 통을 살린 방향이 뚜

렷해지며 우리의 것의 참다운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요,세계문화에 기

여할 신념이 생기는 것인 안다.304)

박종홍은 외래의 문화를 섭취하여 ‘나의 것’으로 소화,흡수시키기까

지는 많은 우여곡 과 시간이 필요하고 섭취함에 있어서 섣부른 모방

이나 경솔한 사 주의를 경계하여야 하겠지만 그 다고 소극 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하고 극 인 자세를 취하여야 함을 강조한

다.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세계의 근본 인 정신을 악함으로써 통

인 사상과 통하는 부분을 잘 살려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세계의 근본 인 정신은 서양 철학의 실존사상과 과학

철학이 각기 향내 ·향외 으로 끝까지 고 가본 결과 한계에 직면하여

부득불 새로운 방향으로 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박종홍은 이러한 세계의 근본 인 정신을

악함으로써 통 인 유학사상의 성실(향내 인 것)과 실용(향외 인

것)의 변증법 통일을 강조하는 정신을 새롭게 살려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 던 것이다.

이로부터 외래사상 에서 세계의 근본 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외래사상의 정화이기 때문에 극 으로 수용하고,세계의 근본 인 정

304)『 집』5권,「문화의 승·섭취·창조」,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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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조박으로 분류되어 비 되어야 할 상임이 분

명해진다. 통사상에 있어서도 세계의 근본 인 정신과 통하는 부분을

극 으로 살림으로써 통의 참된 가치를 느끼고 나아가 세계문화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래사상을 섭취하여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흡수시킴에 있

어서 무엇보다 요한 것이 바로 민족 주체의식의 확립이다.박종홍은

외래사상은 반드시 민족 주체성의 자각을 통하여 섭취됨으로써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살려져야 함을 강조한다.그에 의하면 주체의식이 결여되

면 그 어떠한 사상도 ‘우리의 것’으로 살려질 수 없고 “우리의 것이 못

되는 이상 여 히 남의 흉내일 수밖에 없고,그것은 얼빠진 형해(形骸)에

불과할 것”305)이다.

박종홍에 의하면 민족 주체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 민족의 구성원

인 이 땅의 백성들에 의하여 형성된 역사 산물이고 그 내용도 시

의 변천을 따라 갈수록 새로워진다.이는 자유 평등의 민주 인 토

에 자각과 실천에 의하여 밝 지며 확립되는 것으로서 로 잃어버렸

던 물건과 같이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혼

이요,힘”306)이다.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살림으로써 외래사상도 온

히 ‘우리의 것’으로 살릴 수 있고,나아가 ‘우리의 사상’을 세계에 떳

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래사상에 한 강조는 하린에게서도 볼 수 있다.하린은

1940년 에 이르기까지 국철학이 발 할 수 있었던 가장 요한 원인

을 서학의 자극으로 악하면서 “유가사상의 새로운 발 을 해서는 서

양문화의 정수와 장 을 융회하고 흡수하여야 한다는 것”307)을 강조한

다.여기서 서양문화의 정수와 장 을 융회하고 흡수한다는 것은 서양의

철학·종교· 술사상의 정수를 흡수하여 유가의 리학(理學)· 교(禮敎)·시

305)『 집』5권,「한국에 있어서의 근 인 사상의 추이」,78쪽.

306)『 집』6권,「민족 주체성」,165쪽.

307)宋志明,『賀麟新儒學論著輯要―儒家思想的新開展』,中國廣播電視出版社,1995,

89쪽:“欲求儒家思想的新開展,在於融 吸收西洋文化的精華 長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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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詩敎)를 개조하고 발 시킨다는 의미 다.

(3)새로운 사상의 창조

박종홍은 이러한 통사상에 한 승(향내 인 것)과 외래사상에

한 섭취(향외 인 것)간의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떼려야 뗄 수

없는 변증법 통일의 계에 주목한다.그에 의하면 외래사상에 한

올바른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통을 살리는 제 로 된 승이

가능할 리 만무하고, 통사상에 한 올바른 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외래사상에 한 제 로 된 소화와 섭취가 가능할 리가 없다.그리

고 이 두 가지는 모두 궁극 으로 한국사상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여기서 통사상을 정(正)이라면 외래사상은

반(反)이 되고 새로운 한국사상은 합(合)이다.

사상은 정신 인 것이다.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마음속 깊이 용솟음치고

있는 산 것이어야 한다.괴롭고 힘들어도 우리 자신이 찾으며 새로이 세

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사상이다.모든 것이 그 듯이 우리의 사상

도 역사 인 산물이요 시 의 변천을 따라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다.308)

박종홍에 의하면 한국사상은 한국 사람의 사상으로서 남의 것이 훌

륭하다고 하여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국 사람에

의하여 찾아지고 세워져야 한다. 한 한국 사람의 생활 속에서 용솟음

쳐 나온,살아있는 것으로서 결코 이미 만들어진 로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완성품이 아니고 시 의 발 과 더불어 부단히 새로워져야 한다.

건설 이고 미래지향 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그 다면

한국사상은 어떻게 창조되어야 하는지 아래에 살펴보자.

308)『 집』5권,「한국사상의 방향」,5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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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활로,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며 걸어가야 할

길,그것은 향내 인 자각을 통하여 무에 부딪쳐 다시 향외 으로 돌아

오는 창조의 길일 수밖에 없다.…… 다할 모르는 실 인 힘은 향

내 향외가 양심과 기술이 하나의 인 행동에 있어서 지양되는 데

서만 찾을 수 있다.여기에 창조가 가능하고 건설이 이룩된다.309)

이로부터 박종홍이 생각하는 새로운 창조는 향내 인 자각을 통하

여 무에 부딪쳐 다시 향외 으로 돌아오는,바로 향내와 향외가 지양되

는 그곳에서 이룩되는 것임을 볼 수 있다.향내 인 자각과 향외 인 자

각이 따로 나뉘는 곳에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없고 반드시 하나의

인 행동에 있어서 지양되는 곳에서만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통사

상에 한 승과 외래사상에 한 섭취를 따로따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상의 확립이라는 인 행동에 있어서 지양되는 곳에 창조 인

건설이 이룩된다.

창조건설의 기백이 왕성할수록 승과 섭취에 한 의욕도 강하여지고

승과 섭취가 깊고 넓어질수록 창조건설의 기반은 튼튼하여지며 이룩

하는 일 하나하나가 새로운 뜻을 가지고 빛나게 될 것이다. 승·섭취·

창조는 서로 뗄 수 없는 련을 가지고 앞으로 며 개된다.310)

통사상에 한 승과 외래사상에 한 섭취,새로운 사상의 창조

라는 세 가지는 서로 향을 주고받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계에 처하여

있다. 통사상에 한 승과 외래사상에 한 섭취가 새로운 창조에

이바지하여 살려질 때 한국사상이 확립되는 것이다.이 게 함으로써 비

로소 통사상은 더욱 빛나게 되고 한국사상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사상

과 더불어 발 을 거듭함으로써 세계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09)『 집』2권,「결론」,368쪽.

310)『 집』5권,「문화의 승·섭취·창조」,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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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의 참과 과학기술의 참이 상호 침투하여 하나의 힘찬 받침이 되

면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그 로 한국사상의 방향이라

고 하여 좋을 것이다.311)

한국사상의 방향도 도의의 참(誠)과 과학기술의 참(眞)이 서로 침투

하여 하나의 참으로 살려짐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된다.향내

인 도의의 성실과 향외 인 과학기술의 근 화가 서로 향을 주고받음

으로써 한국사상의 발 이 이룩되는 것이다.서양 철학의 새로운

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박종홍은 이 게 한국사상의 확립,나아가 방

향에 있어서 모두 향내와 향외의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반드시 함께 발 시켜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철학은 로 쓰여진 지식의 축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남의 사상의

조술에 그의 진의가 다하는 것도 아니다.나의 생명과 더불어 같이 약동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우리의 건설에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것

이어야 할 것이다.철학이 한 번 주체 악을 떠나는 순간,그것은 무

용의 공염불이요,불모의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모든 외래사상의

섭취도 우리를 일깨우는 자극이 되어 우리가 본래의 우리로 다시 돌아

와,우리의 길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 개척하며 걸어가는 때,그 길은

세계성을 띠고 천하의 공로로 통하게 될 것이요,우리의 창조 건설은

동시에 새로운 세계 건설에 참여하는 소이가 될 것이다.나는 모든 철학

의 궁극 과제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그리고 이 길을 찾아 싸우는 곳

에 우리의 삶의 의의가 있고,우리 국가 건설의 뚜렷한 방향이 드러날

것이다.우리는 좀더 굳은 신념을 가지자.우리의 선인들은 이 길을 개

척하려고 싸웠다.이 길을 걷다가 쓰러졌다.우리는 무엇을 밝 야 할

것인가.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312)

311)『 집』5권,「한국사상의 방향」,505쪽.

312)『 집』2권,「철학개설·결론」,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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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철학개설』의 결론의 가장 마지막 문단이다.“우리의 길”이

라는 소제목으로 쓰인 이 에는 한국인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한 박종홍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박종홍은 한국사상의 확립과 발

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그

는 모든 철학의 궁극 인 과제를 ‘우리의 길’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

개척하여 걸어가는 것에서 찾으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의가

있고,우리 국가 건설의 뚜렷한 방향이 드러날 것’이라고 악한다.

이 게 박종홍은 서양 철학과 한국 통사상에 한 체계 인

고찰을 통하여 통사상의 창조 인 정신 즉 향내와 향외의 변증법 통

일을 강조하는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의 시 상황에 부합하게끔

잘 살리는 동시에 외래사상을 폭넓은 섭취함으로써 새로운 향내와 향외

의 종합으로서의 한국사상을 확립하고자 시도하 다.그가 어떠한

구체 인 작업(창조의 논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시도를 자신만의 독창

인 한국사상의 창조로 이끌어가고자 하 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러한 박종홍의 시도는 분명 신유학 인 작업이었다.

동서양철학의 융합을 시도하면서 외래사상에 한 섭취를 통하여

통사상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자 하 다는 에서는 풍우란이나 하린

과 박종홍은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서양철학의 논리 인 측면을 받아들

여 국철학의 분석 인 측면을 보충하고 국철학의 ‘부(負)의 방법’으

로써 서양철학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 던 풍우란의 학문 시도는 서

양의 변증법 논리로 한국 통사상을 재해석하고 통사상의 종합을

강조하는 사상으로써 서양 철학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 던 박종홍

의 학문 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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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사상’의 정신

(1) 통사상의 창조 정신

지 의 회 반조(廻光返照)에서 살펴보았듯이,박종홍은 하이데거가

상학 방법으로써 진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용하 던 라톤의 동굴

의 비유에서 빛은 나 아닌 타자(神 등)로부터 얻어진 것이고 인간은 그

빛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라고 악한다.빛 속에 던져져 있음을 하이데

거는 ‘월(dieTranszendenz)’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종홍은 바로 던져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나 아닌 타자에 의한 제약이 제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능소(能所)를 월한 무념무사(無念無思)의 궁극 인

해탈’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라 보았다.

반면에 지 은 나 자신을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 스스로가 부

처 즉 원임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따라서 지 에게 있어서 동굴이나

사슬 자체는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뿐만 아니라 실존사상이

향내 인 실 악의 한계에 부딪쳐 순수의식에서 인간의 구체 인 실천

을 강조하는 추세로 발 하고 있는데 박종홍에 의하면,지 의 회향(廻

向)의 보 행(普賢行)은 “더 한층 극 이며 사상 인 표명과 아울러

그 로 실천된 것”313)으로서 이미 구체 인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

실존사상이나 한국 불교사상 모두 향내 으로 인간의 내면에서의

실 악을 강조함은 마찬가지지만 실존사상은 ‘그 내면에서 다시 인간

을 넘어서는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인간 유한성의 확인으로 끝나는’반면

에 한국 불교사상은 인간의 내면에 한 보다 철 한 자각을 통하여 ‘그

내면에서 생이 곧 부처이고 인심이 곧 도심이며 사람이 곧 하느님임을

깨달음으로써’양자는 근본 으로 다르다는 것이다.314)박종홍은 실존사

313)『 집』4권,「지 의 사상」,192쪽.

314)한자경,『한국철학의 맥』,이화여자 학교출 부,2008,401쪽.한자경은 이

책에서 박종홍이 한국사상의 정신을 주체성의 자각으로 보았고 동학사상의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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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향내 인 실 악에 있어서 한국 불교사상에서와 같이 철 하지

못하 기 때문에 결국 향외 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고 악한다.

같은 논리로 과학철학을 설명하면,비록 철두철미하게 합리 인

면에 치 하면서 향외 인 외부의 상세계에서 진리를 찾고자 시도하

지만 향내 인 사유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 을 안고 있게 된다.

박종홍은 반드시 철 한 향내 인 자각을 통하여 향외 인 실천에 도달

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과학철학의 새로운 환이 이를 방증해주는 것

이라 보았다.

박종홍에 의하면 의 과학 인 사고방식이 래한 인류의 비극

인 운명은 반드시 인간의 향내 인 자각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논리

실증주의가 가치문제를 다루고 일상용어의 분석에 치 하고 분석철학자

가 형이상학에 한 술을 낸 사실로부터 과학철학 자체의 내부에서 이

미 향내 인 자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박종홍은 새로운 사상은 반드시 철 한 향내 인 자각을

통하여 향외 인 실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그는 “우

리의 활로,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며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향내 인 자각을 통하여 무(無)에 부딪쳐 다시 향외 으로 돌아

오는 창조의 길일 수밖에 없다”315)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무에 부딪쳐’는

더 이상 향내 인 자각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철 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박종홍은 이러한 ‘향내 인 자각을 통하여 무에 부딪쳐 다시 향외

으로 돌아오는’창조 인 정신을 이미 한국 유학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성(誠)을 받침으로 하는 사상인 에 있어서 실존철학은 동양의 유학

사상과 공통된 이 있음을 이상으로써 히 짐작할 수 있거니와 동

천’에서 그것의 정을 발견하 다고 주장한다.

315)『 집』2권,「철학개설·결론」,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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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상은 그 성을 자아의 고독한 실존문제에서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확충하며 만물에까지,아니 천하에까지 이르는 이 더욱 철 하

다.316)

박종홍이 보기에 한국유학은 향내 인 사유에 있어서 실존사상보다

더욱 철 하다.그는 한국유학의 성실에 주목하면서 ‘성실의 실은 실존의

실이라고 하여 무방할 것’이라고 한다.양자 모두 성실을 찾고자 시도하

지만 실존사상은 인간 내면의 고독한 실존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한국유

학은 향내 인 인간의 내면에 그치지 않고 무에 부딪쳐 다시 향외 으로

돌아와 만물 나아가 천하로까지 확충한다.

철 한 향내 인 자각이 우선 이루어져 더 이상 안으로 고들지

못할 경지 즉 무에 부딪쳐야만 비로소 향외 인 방향으로의 환이 이루

어진다.성실(誠)로써 향내 으로 수양을 닦아 자신을 완성하고 무에 부

딪쳐 다시 향외 으로 돌아가 천하의 만물을 완성함으로써 천지와 더불

어 셋이 되는 것이다.이로부터 박종홍은 한국 유학사상에서 향내 인

자각에서 출발하여 무에 부딪쳐 다시 향외 인 실천에 이르는 창조 인

정신을 도출해낸다.

여기서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誠之 )로서의 인간의 내면에서 참

되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 수양의 차원으로서 박종홍은 그것이 공경(恭

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보았다.그는 한국유학은 체로 “인간을 심

으로 마음공부에 의하여 천인합일의 경지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하

고,따라서 천을 밖에서 찾는다기보다는 내면 인 계신(戒愼)에서,그리

고 경(敬)에서 찾으려고 한 것”317)으로서 경을 ‘한국사상의 처음부터 끝

까지 꿰뚫어 내려오는 원류’라 주장하면서 향내 인 수양공부로서의 경

에 주목한다.

박종홍은 인간의 참되고자 하는 노력이 지극하면(至誠)하늘과 통

316)『 집』2권,「실존철학과 동양사상」,502쪽.

317)『 집』4권,「한국유학의 역사 추이와 그 향」,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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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感天)이라고 악하면서 참되고자 하는 노력 즉 향내 인 경 공

부를 기차게 실천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그는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나 기찬 노력은 없고 조한 것이 우리의 특

색”318)이라고 악하면서 성실성에 한 추구를 꾸 하게 견지하여야 함

을 주장한다.

한 박종홍은 유학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강조하듯이 향외

인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외면 인 계 즉 제도문물에 주목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이라고 본다.그는 한국이 낙후함

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경제의 발 특히 과학기술의 발 을 이룩하

여야 함을 강조한다.하지만 그는 이러한 서양의 과학기술에 한 근본

인 요구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

다.319)

이로부터 박종홍은 실학사상에 있어서 향내 인 성실성에 한 추

구와 더불어 향외 인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 에 한 강조는 필연 인

요소 음을 내세운다.반드시 향내 인 도덕 측면과 향외 인 경제

실천이 종합 으로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는 “불교문화도

유교문화도 우리 민족의 생활이념에 의하여 여과 섭취됨으로써 그 정수

가 하나의 새로운 종합 인 형태를 가지고 독자 인 우리의 것으로 나타

났다”320)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통사상의 종합 인 성격을 강조한다.

(2)민족 주체성의 확립

박종홍은 두 차례 세계 (1914〜1918,1939〜1945)과 베트남 쟁

(1955〜1975)으로부터 동서양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계에 처하여 있음

을 알 수 있다고 악한다.나아가 6.25 쟁이 한반도 내에 국한된 문제

318)『 집』5권,「한국사상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467쪽.

319) 와 같은 책,같은 ,467〜468쪽.

320)『 집』5권,「한국사상의 방향」,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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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었기에 유엔군이 공산군을 몰아낸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로부터

‘세계를 떠나서 한국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21)따라서 새로운

사상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세계와의 연 속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한국 속에서 세계의 움직임을 보며 몸소 느끼게

되었고,그만큼 세계를 떠나서 오늘의 한국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진로를 밝힘에 있어서 세계사의 방향을 살피지 않

을 수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그 다고 세계사가 한국과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그 방향이 일방 으로 민족의 나아갈 길을 결정짓고,우리는

그에 끌리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세계라는

체 연 속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여,여러 나라와 더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같이 자유와 평화를 릴 수 있도록 되는 데서

세계사의 방향도 결정지어짐을 알아야 한다.322)

여기서 민족의 나아갈 길과 세계사의 방향은 서로 향을 주고받는

계임을 알 수 있다.세계를 떠나서 한국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민

족의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세계사의 방향을 살펴야 하고,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사의 방향이 일방

으로 민족의 나아갈 길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박종홍은 이 게

서로 향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무엇보다 요한 것이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악하 다.

우리는 우리의 근 사에 있어서,서구의 근 과학이나 기술도입의 필요

성을 먼 깨친 분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역사와 지

리,우리의 문화를 알려고 연구하 으며 살리려고 노력하여 훌륭한

업 들을 남기었음을 잘 알고 있다.좋으면 좋은 로,궂으면 궂은

로 우리 자신의 것이 문제이었다.새로운 문물의 도입섭취도 오히려 주

321)『 집』6권,「세계사의 방향과 민족 주체성」,524쪽.

322) 와 같은 책,같은 ,52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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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진정으로 확립시키기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323)

이 게 박종홍은 일 이 서구의 과학기술을 도입하고자 시도하 던

선조들이 민족 주체성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것’을 살리고

자 노력하 음에 주목한다.그에 의하면 무엇보다 민족 주체성이 확립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구 사상의 도입도,근 화의 실 도 이루

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그 다면 민족 주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야

되는지 아래에 살펴본다.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자각을 바란다면 민망한 것임에 틀림없다.

자각은 나의 성실성을 받침으로 할 때에만 있을 수 있다.성실성을

결여한 자각도,따라서 주체성도 상상할 수 없다.그러나 내면 인 성

실성이 있고 자각을 하 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주체성이 제구실을 다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곤란할 것 같다.왜?제아무리 진지한 성실성

도 자각도 그것이 내면 인 념으로서 그치는 한,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성실성도 자각도 그것이 철 하려면 밖으로 힘찬 실천에까지

일 성을 띠고 나와야 한다.실천과 유리한 주체는 주체라고 할 수조차

없다.주체는 생각의 주체라기보다도 원래가 실천의 주체인 것이요,주

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주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주체의

생명은 실천에 있다.주체가 주체로서의 제구실을 다하려면 실천하는

주체이어야 하는 법이다.324)

이로부터 민족 주체성은 성실성을 받침으로 한 내면 인 자각

과 동시에 밖에서의 힘찬 실천으로까지 일 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확립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박종홍은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한 자각은 무

력하고 자각을 결여한 실천은 맹목 인 노동일 뿐,실천이라고 할 수 있

을는지조차 의문”325)이라고 하면서 향내 인 자각과 향외 인 실천이 변

323)『 집』6권,「주체성의 문제」,151쪽.

324)『 집』6권,「민족 주체성」,160〜161쪽.

325)『 집』6권,「주체성의 문제」,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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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법 으로 통일되는 곳에 민족 주체성이 확립됨을 강조한다.

여기서 민족 주체성의 확립은 다시 향내 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박종홍은 민족 주체성의 향외 인 실천을 강조한다.아래에 좀 더 자

세하게 살펴보자.

나를 알고 상을 알아야 올바른 실천이 가능할 것이나,만일 나에게

단행하는 용기가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알기는 구보다

도 잘 알면서 오히려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토

스 인 정열이 역사형성의 원동력 같기도 하다. 어도 정열이 없는 곳

에 세찬 실천을 기 함은 무리일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피

상 인 생각이다.자각이나 는 과학기술이 냉철한 객 태도를 요

구한다고 하여 아무런 정열도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냉철한

객 태도를 견지하기 하여서는 속 깊이 진리에 한 탐구욕,깨끗

한 정열이 불타고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성실성부터가 속임없

는 진실에 한 내면 요구 없이 성립될 수 없다.티없이 고결한 정서

의 도야를 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한걸음 나아가 감투의 용기

를 기름에 있어서 체력의 향상을 도외시할 수 없다.이 모든 것이 실천

으로 내어 모는 힘이 된다 하겠거니와 서로 분산된 채로 하나의

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실천일 수 없다.하나의 이란 바로

민족 주체성이다.이와 같이 하여 민족 주체성이 그의 내실에 있어

서 살려지고 확립된다면 외 으로 그의 존재의의를 선양하는 데 무

슨 손색이 있을 것이며 세계 인류의 문화 향상에 같이 기여함에 있어

서 무엇을 부족하다 하랴.326)

박종홍에 의하면 구체 인 실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에는 용기,

토스 인 정열,진리에 한 탐구욕,정서의 도야,체력의 향상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분산된 채로라면 결코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다.반드시 민족 주체성에 을 맞춤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실천

326)『 집』6권,「민족 주체성」,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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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향내 으로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 향외 으로 민족 주체성의

존재의의를 선양하고 세계 인류의 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 주체성에 한 자각과 실천은 반드시 모두 민족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박종홍은 “백성들의 뜻을 제 로 펴게 하

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장된 자각이요,강요된 실천일 뿐”327)이라고

하면서 민족 주체성은 반드시 자유와 평등의 민주 인 토 에 국민

스스로의 자각과 자발 인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3)창조의 이론과 실천

이제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측면을 심으로 하여 새로운 사상의

창조에 한 박종홍의 논의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창조는 엄연한 필연 법칙의 제약 에서 우리의 사회,국가,민족 내

지 인류의 요청으로서의 일정한 목 을 실 으로 구 화(具現化)

하는 실천이다.이미 주어진 소재를 일정한 목 견지에서 채택하여

하나의 구상 (具象的)형태로서의 새로운 질을 획득하는 과정이다.그

리하여 창조는 이미 알려진 원리 원칙의 한갓된 응용일 수가 없다.이

미 알려진 것의 교묘한 응용의 를 하나씩 더함으로써 그 타당의 범

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창조는 양 발 이 아니요 질 비약의

과정이요,기존 형식의 통 질곡을 타 지양하려는 신 비약의

과정이다.328)

박종홍에 의하면,창조는 주어진 소재를 일정한 목 에 의하여 분석

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구상 형태로서의 새로운 질을 획득하는 과

정이다.여기서 소재라면 문화 교류가 범해짐으로써 한국이라는 나

라에 수입된 다양한 사상과 고유의 통사상이다.박종홍은 다양한 소재

327) 와 같은 곳.

328)『 집』3권,「일반논리학·결론」,177〜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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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반드시 일정한 목 에 근거하여 냉정하게 분석하여야 함을 강

조하면서 “새로운 의도에 부합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을 하나하나 추려냄

에 있어서 정 확하여야 될 것”329)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창조의 목 에 하여 박종홍은 횡 으로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다방면에 있어서 다른데 이러한 매 개인의 목 은 모두 총계획 인

정치 인 목 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악한다.그리고 종 으로 각 역사

발 단계에 있어서 그에 합한 목 을 가지는데 “다른 창조와의 연

에 있어서 일견 무 계한 것같이 보이는 것까지도 새로운 구형 속에

섭취 종합할 때에 본래의 의도가 완성되는 것”330)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선택하여 분석된 소재와 확립된 목 은 어디까지나 구상으

로서 의식의 역에 속한다.박종홍은 이러한 구상을 ‘신체 인 노작’을

통하여 소재에는 없었던 ‘구상 형태로서의 새로운 질’을 객 사물에

있어서 실 하여야 함을 강조한다.구상이 아무리 획기 이라고 하더라

도 신체 인 노작을 통한 객 인 구 이 없다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박종홍에 의하여 선택된 소재는 한국 불교사상과 유학사상을 포함

한 통사상이었고 미국의 향외 인 사고방식과 유럽의 향내 인 사색

태도 다.그는 한국의 정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국사상을 확립하

려는 목 으로 이러한 사상들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시도하 다.그리

고 ‘신체 인 노작’을 통한 객 인 구 으로 한국사상을 창조하고

자 하 던 것이다.

그 다면 이제 이러한 창조의 실천에 하여 살펴보자.그는 상에

따라 창조의 실천을 기술과 정책으로 나뉜다.자연을 상으로 하는 창

조가 기술이고 사회를 상으로 하는 창조가 정책이다.자연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인데 기술은 도구 심으로부터 차

기계 심으로 발 하 고 결국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의 주인노릇을

329) 와 같은 책,같은 ,180쪽.

330) 와 같은 책,같은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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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극 인 상황에 직면하 다.박종홍에 의하면 이러한 비극은 반드

시 기술을 지배하는 기술 즉,한층 총계획 인 기술에 의하여 극복되어

야 한다.

이러한 한층 총계획 인 기술이 바로 정책이다.박종홍은 사회에

한 기술로서의 정책은 자연을 상으로 하는 기술을 통제하고 계획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기술 간의 정당한 연 을 수립하기 하여

정책은 반드시 정치 인 동시에 윤리 이어야 함을 강조한다.“정책은

특히 사회,국가,민족 내지 인류의 입장에서 그 목 을 확립함에 있

어서 성실하며 양심 이어야 할 것”331)인데 그 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

려 더 큰 죄과를 범하게 된다고 악한다.

정책은 사회조직 내지 제도라는 구체 인 형태를 만들어내고 새로

운 인간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데 박종홍은 “우리는 훌륭한 사회 인간

이 됨으로써 훌륭한 사물을 만들 수 있는 동시에 훌륭한 사물을 만듦으

로써 훌륭한 사회 인간이 될 수 있다”332)고 악하면서 기술이나 정책

을 생명의 표 이상의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는 그 조직 내지 제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

를 만들어 주면서 진 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인 것이다.사회나 국가의

정책이 특히 인 기술로서 한층 더 간 하다고 하겠다.사회는 그

자신 창조 사회요,우리는 그 주체 인 사회의 창조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새로운 사회 인간 형성,새로운 민족의 창조,여기에 우리는 신

생의 서 을 보게 되는 것이다.333)

이 게 박종홍은 인 기술로서의 정책이 당시의 한국 사회에

더 실한 것이라 악하 고 국민으로서 구나 주체 인 사회의 창조

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 창조의 구체 인 실천을

331) 와 같은 책,같은 ,184쪽.

332) 와 같은 곳.

333) 와 같은 책,같은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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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인간의 구체 인 실생활은 행동을 요구하고 의의 있는 행동은 객

인 조건과 부합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그리고 그것이 체 으

로 통일된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 자체가 사상

과 행동의 불가분 인 긴 성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334)

우리의 행동은 사상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발 하고 그리하여 발 된

실천은 다시 새로운 단계에 있어서 보다 넓고 깊은 사상을 요구한다.

사상은 행동을 발 시킴과 동시에 그 실천에 의하여 다시 자기를 발

시키고 그리하여 발 된 사상은 다시 새로운 단계에 있어서의 행

동을 요구한다.335)

박종홍은 사상 자체에서 사상과 행동의 불가분 인 긴 성이

논의되고 있고 사상과 행동의 서로 향을 주고받으면서 발 을 거듭하

는 변증법 계에 주목한다.그러면서 새로운 한국사상의 창조를 한

구체 인 실천에 직 뛰어들게 되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4.‘한국사상’의 실천방안

박종홍이 시도한 한국사상의 창조를 한 구체 인 실천이 바

로 「국민교육헌장」(1968,이하 헌장이라 약칭)의 제정이었다.박정희

(朴正熙,당시 통령)로부터 권오병(權五柄,당시 문교부 장 )이 헌장

의 제정을 지시받았고 문교부에 의하여 헌장의 제정이 본격 으로 추진

되었다.박종홍은 이인기(李寅基,당시 서울 학교 학원장),안호상(安

浩相, 문교부 장 ),유형진(柳炯鎭)과 함께 헌장의 안을 기 하

334)『 집』6권,「사상과 행동」,611쪽.

335) 와 같은 책,같은 ,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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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의 최종 인 마무리 작업은 박종홍과 이인기가 맡았다.336)

따라서 헌장에 반 된 박종홍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헌장의

안을 근거로 하는 것이 더 합하다.하지만 안도 박종홍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박종홍의 이 드러

난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내

용 에서 박종홍의 사상과 비슷한 부분을 걸러내어 살펴 으로써 그가

안을 작성하면서 의도하 던 바를 유추할 수 있다. 안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문을 인용한다.

원 안(1968.7.26)

민족 흥은 우리 국민의 거룩한 역사 사명이다.조상의 밝고,의롭고,

슬기론 얼을 에 되살려,자주의 자세를 확립하고,합심·단결·노력과

약진 속에 창조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낀다.

타고난 성능의 계발을 바탕으로, 리 학술과 기능을 배우고 익 , 마

다 직분 따라 힘써 일하되,성실한 인격에 뿌리 박고,자유에 따르는 책

임,권리와 같이 하는 의무를 기 삼아, 동 신의의 민주사회를 이룩

한다.국법을 지키고, 의를 따르며,국민의 복리를 골고루하여, 체의

안 (정)과 번 을 기약하고,생산과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합리의 새

생활에 효도와 우애,서로의 은혜에 감사하며,고상한 멋을 아는 통의

미풍양속을 이어받아 국가 사회의 건 한 기풍을 일으킨다.나라와 나는

하나인 것,언제나 나라 사랑을 내 몸 같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센 의지와 튼튼한 몸으로 새롭고 우 찬 국가 건

설에 즐거이 사한다.

우리의 신념은 섰다.반드시 이 땅 에 통일 조국의 빛나는 앞날이 올

것이요,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나아가 인류의 이

상 실 에 이바지할 것이다.이제 우리는 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그

336)국민교육헌장 제정의 근거 제정과정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헌장 제정

당시 문교부 장학 으로 있으면서 헌장 제정의 실무자로 주무를 맡아보았던 박

재규의 「국민교육헌장의 내력」(『스승의 길』,천지,1998)과 홍윤기의 「국민

교육헌장,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나?」(『내일을 여는 역사』18호,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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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손들에게 길이 하자.337)

이 안에서 ‘민족 흥’은 말 그 로 민족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의

미로 쓰인 것이다.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것을 역사 인 사명으로 간주

함으로써 민족의 발 내지는 강성을 이룩해내는 것인데 이는 일제의 식

민지 지배를 민족의 낙후로 악하는 박종홍의 인식과 맞물려 있다.박

종홍은 해방과 더불어 곧 민족국가의 발 을 모색하면서 민족의 강성

을 도모하고자 노력하 다.

한 무엇보다 국민들의 ‘성실한 인격’을 기 로 하여 동 신의의

민주 인 사회를 건립하여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성실성에 한 추구

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내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에까지

견주었던 동학사상으로부터 민주사상의 요구를 발견해내었던 박종홍의

연구와 맞닿아있는 부분이다.이러한 ‘성실한 인격’에 한 강조는 최종

안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바 고 ‘튼튼한 몸’과 함께 강조되면서338)인간

의 내 인 마음과 외 인 신체의 종합 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조상의 밝고,의롭고,슬기론 얼을 에 되살려’‘통의

미풍양속을 이어받아’에서는 조상의 얼 즉 통사상의 창조 인 정신을

에 부합하게끔 계승하여야 함을 강조한다.이는 박종홍의 통사상

에 한 승을 강조하는 맥락과 일치한다.박종홍은 무엇보다 통사상

의 창조 인 정신을 실의 시 상황에 알맞게 승함으로써 통사

상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찾아내야 함을 주장한다.

한 ‘자주의 자세를 확립’할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박종홍도 외래

337)박재규의 의 뒷부분(534쪽)에 붙어있는 보기 2를 인용하 다.홍윤기의

의 의 115~116쪽에서도 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조하여 보면 단락

끊기가 약간 다르고 쉼표‘,’와 띄어쓰기가 조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내용은 단

한 자 차이가 난다( 호로 표시).이에 한 보다 명확한 확인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338)『국민교육헌장』최종안(1968.12.5):“……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타고난 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 으로 삼아,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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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섭취에 있어서 무엇보다 요한 것으로 민족 주체의식의 확립

을 주장한다.박종홍은 반드시 민족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민족 스스

로가 주인이 되어 외래사상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 주체 으로 소화하

고 흡수하여야만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제 로 살려질 수 있음

을 강조한다.

나아가 ‘언제나 나라 사랑을 내 몸 같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며’‘국

가 건설에 즐거이 사하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주의 발상

은 최종안에서도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 의 근본’임을 강조하는데339)

박종홍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박종홍은 한국사상의 새로운

창조를 주장하면서 창조 인 건설을 하여 싸우는 곳에서 삶의 의의를

찾고 새로운 세계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게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건설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자주 인 발 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이상 실 에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하는데 이는 박종홍이 강조하

고 있는 한국사상의 창조 인 정신으로 해석가능한 부분이다.즉,국민들

의 향내 인 자각을 통하여 국가의 발 을 이룩하여 더 이상 발 할 수

없는 경지 즉 무에 도달함으로써 다시 향외 으로 즉 인류의 이상 실

에 공헌하게 되는 창조 인 건설행 인 것이다.

이 밖에 안의 내용 체를 살펴보면 성실한 인격,효도,우애 등

의 통 인 덕목들과 자유,평화,정의 등의 윤리의 보편 덕목들

을 당하게 뒤섞어 으로써 통사상과 서양의 사상을 동시에 포

함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향내 인 한국 통사상

에 한 승과 향외 인 외래사상의 섭취로써 새로운 한국사상을

확립하고자 하 던 박종홍의 학문 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안은 작성된 뒤 무 철학 이고 추상 이라는 비 을 받게

339)『국민교육헌장』최종안(1968.12.5):“……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 의 근본임을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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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이에 하여 박종홍이 “철학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강

조하면서 방향과 골격의 요성을 역설”340)하 던 사실로부터 그가 안

을 작성하면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 던 것은 바로 헌장의 방향과 골격

이었음을 알 수 있다.박종홍은 안에서 통사상을 ‘ ’즉 시

실에 맞게 계승·발양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며 국민으로서 의무감

을 가지고 국가의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발

을 이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 던 것이다.

하지만 박종홍의 헌장 제정을 한 일련의 작업에 한 후 의 평

가는 그가 작성하 던 헌장 안의 이론 자체에 한 비 보다는,헌장

의 기 과정에 주도 역할을 담당하 다는 이유만으로 박종홍이라는 인

물과 그의 철학을 헌장 자체에 한 비 의 심에 세운다.박종홍은 헌

장의 기 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 고’ 통령 문화특별보좌

에 임명됨으로써 ‘극 인 정책 입안자로서 독재를 해 철학을 복무시

켰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341)

헌장의 제정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정치·경제·사회·역사 역에서

26명의 문 교수가 원고를 집필하 고 집필한 원고를 수집·정리하여 시

안342)이 작성되었다.이 게 작성된 시안에 근거하여 박종홍을 포함한 4

명의 기 원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안을 만들어냈다.그리고

교육·문화·언론·정치·경제·종교 등 각계 표 52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에

서 소 원회 4회, 체 회의 2회에 거쳐 총 6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쳐 최

종안의 헌장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른 것이다.343)

다시 말해서 헌장은 결코 박종홍 한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고,

박종홍은 헌장의 제정에 참여한 여타의 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반 인

작업 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완성하 을 따름이다.물론 그 작업이

340)박재규의 의 ,532쪽.

341)김항,「탈근 의 철학,반근 의 정치:박종홍의 한국사상과 민족주의」,『민

족문화연구』52호,2010,112쪽.

342)헌장의 시안은 박재규의 의 맨 뒷부분(보기 1)에 소개되어 있다.

343)박재규의 의 ,530〜531쪽과 홍윤기의 의 ,114〜118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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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한 안의 작성임은 사실이지만,그 의 일련의 비과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안에 한 수차례의 수정작업이 없었더라면 헌장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박종홍은 헌장의 제정을 기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통령 교육문화

담당 특별보좌 에 취임(1970.12.10)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의 이념에

한 정당화 작업에 기여하 기’때문에 결국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

처하 다는 비 을 받게 된다.실제로 박종홍은 김정렴(金正濂,당시

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교육·문화 담당 특별보좌 의 임명 제의를 달

받고 처음에는 거 하 다.밤샘 연구로 오 에 취침하는 생활습

때문인 것을 알고 다시 특별배려로 오후 출근을 제안하자 결국 박종홍은

임명 제의를 받아들 다고 한다.344)

그 다면 박종홍 자신은 문화특별보좌 의 취임을 어떻게 받아들이

고 있었는지에 하여 그때 당시에 은 박종홍의 일기에 근거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특별보좌 임명.

세론이 분분하다.

나는 설명이 불필요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뿐이다.

나는 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교육헌장의 정신을 부식(扶植)할 의무가 있다.

교육이나 문화는 국가백년의 계다.

여야가 다를 리 없다.

어느 때나 어서 실천하여야 한다.

학문은 그 안심입명을 한 것은 아니다.

나의 철학을 참으로 산 철학으로 하느냐?

그것은 동시에 이 민족이 사느냐와 같다.345)

344)김정렴,「 통령특별보좌 박종홍 선생님을 추모함」,『스승의 길』,천지,

1998,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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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문화특별보좌 의 취임은 박종홍이 헌장의

정신을 온 나라에 부리박아(扶植)실천으로 이끌고 자신의 철학을 안

심입명을 한 것이 아닌,참으로 산 철학으로 하는 길이었다.그리고 박

종홍이 보기에 이는 민족의 삶 즉 미래와 련된 것이었다.즉,민족의

미래를 해서는 헌장의 정신을 실천하여야 했고 이는 박종홍 자신의 철

학을 참으로 산 철학으로 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었다.박종홍에

게 있어서 문화특별보좌 의 취임 즉 정권 참여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

는 철학자로서 자신의 철학을 참으로 산 철학으로 해나가는 길이었다.

일제의 식민지와 민족의 분단을 겪으면서 박종홍에게는 빈곤과 무

력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살 조직’즉 강 한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

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하게 되었다.민족의 독립에 이어 민족의 발 역

시 강 한 국가 즉 국력의 증강이 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그리고 그

에게 있어서 국력의 증강은 다름 아닌 ‘우리’즉 국민의 힘과 노력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박종홍은 헌장의 정신을 살림으로써 이러한 국민들의

힘과 노력을 최 한 발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우선 나에게 가까운 일로부터 할 수 있는 일,교육자면 교육자답게,장

사꾼이면 장사꾼답게,정치가면 정치가답게 각자의 처지에 있어서 국민

으로서의 해야 한다에 생각되는 을 스스로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함으

로써 동시에 아무 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차차 생각하고 연구할 때에

국민교육헌장의 문구가 하나하나 뜻깊게 되살아날 것입니다.실천,구

함으로써 비로소 헌장에 담겨 있는 구 하나 하나의 뜻이 분명히 되살

아날 압니다.스스로 실천을 하지 않고 에서 구경하면서 잘 느니

못 느니 비 이 많을 압니다.그러나 지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닙니

다.346)

345)『 집』7권,「혜화동 일기」,61〜62쪽.

346)『 집』6권,「헌장의 참 뜻은 실천함에 있다—국민교육헌장의 실천과제」,567

쪽.여기서 “…교육자면 교육자답게,장사꾼이면 장사꾼답게,정치가면 정치가답

게 각자의 처지에 있어서…”는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이 드러난 부분이다.『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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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국민 각 개인이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

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구 함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종홍은

국민 스스로 자발 으로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헌장의 정신을 살려야 함을 주장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고

에서 ‘잘 느니 못 느니’비 하는 것을 경계한다.무엇보다 실천함에

헌장의 참 뜻이 있음을 강조하는데 박종홍 자신의 문화특별보좌 의 취

임도 결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박종홍이 헌장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는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실천 즉 개인의 힘만으로는 강 한 국가를 건설할

수 없었다.박종홍은 반드시 ‘동정신’을 발휘하여 국민 모두가 단합하

여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한다.그에 의하면 이러한 ‘동정신’은 결코

“간단하게 남의 흉내로서[로써]는 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통”을 계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주체성을 살려야 한다.347)무엇보다 통사상에 한 주체 인 계승을

강조하는데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민족 인 새로운 창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조상은 이러한[도 에

하여 인간이 소극 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새로

운 창조의 계기로 환하는]정신과 기백을 살려 훌륭한 창조의 본을 보

여 주었다.뿐만 아니라 이 겨 의 피 물로 아로새겨진 역사 자체가 그

힘겨운 수난에도 불구하고 수성(守成)의 공을 세운 불굴의 의지를 하

는 것이라 하겠다.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것은,그러므로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 으로 삼아> 새 역사를 창조해 온 우리의

그 정신을 오늘의 실에 맞도록 되살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 흥을 꾀함이요,유신과업의 수행을 다짐하는 것이다.

민족 흥은 그 옛것을 그 로 되풀이하는 복고(復古)가 아니요,빛난

어』12장 11 :“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 曰:‘君君,臣臣,父父,子子’.”

347)같은 책,같은 ,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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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즉 창조 인 정신의 계승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니 서구의 문 부흥

도 종교개 도 모두 본래 인 근원의 발칙한 산 정신으로 복귀함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고 하겠고 그것이 다름아닌 새 역사를 창조한 것이

다.348)

박종홍은 새 역사를 창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함을 강조한다.여기서 빛난 얼이란 바로 온갖 고난을

새로운 창조의 계기로 환하 던 선조들의 창조 인 정신이다.무엇보

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 으로 삼아 새 역사를 창조해 온’ 통사상

의 창조 인 정신을 시 실에 부합하게끔 계승하고 발 시켜야 함

을 주장한다.그에 의하면 이러한 통사상의 화 작업이 바로 ‘민족

흥을 꾀함이요,유신과업의 수행을 다짐하는 것’이었다.이로부터 박종

홍에게 있어서 헌장은 통사상의 화 작업의 구체 인 실천방식에

다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박종홍은 국민 각 개인이 스스로 자발 으로 사명감을 가지

고 자신이 속한 역에서 직무에 충실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천하여

야 함을 강조한다.349) 한 ‘동정신’을 발휘하여 이러한 국민 각 개인

의 힘과 노력을 종합함으로써 국력의 증강을 도모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반드시 온갖 고난을 과감하게 이겨내었던 통사상의 창조 인 정신

을 시 실에 부합하게끔 잘 살림으로써 새 역사를 창조하여야 함을

호소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박종홍 자신도 국민 의 한사람이었고 그

역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업 을 이룩함으로써 국

가의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 다.그에게 있어서 헌장의 제정이나

문화특별보좌 의 취임도 결국에는 개인의 힘을 최 한으로 발휘함으로

써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가의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박종홍은 헌장

348)『 집』6권,「새 역사의 창조—유신시 의 기조철학」,554〜555쪽.

349)이는 군주는 군주답고,신하는 신하답고,아버지는 아버지답고,자식은 자식다

워야 한다는 직분의 논리가 드러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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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으로 경제개발에 동원 가능한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문화특별보좌

의 취임으로 헌장의 정신을 뿌리박고(扶植)‘참으로 산 철학’을 해나감

으로써 국가의 건설과 국력의 증강에 기여하고자 시도하 다.

박종홍은 문화특별보좌 이라는 직책을 통하여 헌장의 정신을 실천

하고 자신의 철학을 당시의 실에 부합하는 참으로 산 철학 즉 실천 속

에서 철학함으로써 민족의 삶을 도모하고자 시도하 다.그는 당시의 여

론과 상 없이 자신의 확신 로 소신 있게 참으로 산 철학을 해나감으로

써 새 역사의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 던 것이다.다시 말해서 박종홍의

정권 참여는 그의 철학함의 필연 인 과정이었고 권력에 한 욕망이나

출세의 의지 같은 것이 작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헌장의 제정 과정에서 통사상 에서 유교윤리의 핵심으

로 볼 수 있는 효도를 강조하 고350) 헌장의 정신을 선양하면서도

‘조상의 빛난 얼’즉 통사상의 창조 인 정신을 시 실에 부합하

게끔 잘 살림으로써 새 역사를 창조하여야 함을 호소하 던 으로부터

박종홍에게 있어서 헌장은 통사상(유학사상)의 화 작업의 구체

인 실천방안에 다름 아니었고,이러한 의미에서 헌장( 안)을 박종홍의

한국사상에 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유가로서 박종홍은 자신의 한국사상에 한 논

의를 구체 인 실에서 실천하고자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에 참여하 고

헌장의 정신을 온 나라에 뿌리박음(扶植)고자 노력하 다. 신유학

의 이론을 실에서의 직 인 실천으로까지 고 나간 학자는 있었지

만(양수명의 향 건설실험,1931〜1936)정치 인 직책을 맡음으로써

실에서의 구체 인 실천을 시도하 던 학자는 한국의 박종홍뿐이었다.

이는 박종홍과 국의 신유가들이 구분되는 이다.

350)결국 효도는 개념이 낡았다는 의견에 의하여 ‘애경(愛敬)’으로 정하 다가 다시

‘경애(敬愛)’로 확정되었다고 한다.박재규의 의 ,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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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박종홍 철학사상의 치

본고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에 하여 사상의 형성과정과 구체 인

내용을 심으로 고찰하 다.박종홍의 학문 궤 에 한 반 인

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의 철학사상을 온 히 이해하고 동아시아

철학사의 구도 안에서 새롭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식민지 공간에서 박종홍의 학문 화두는 ‘민족’의 독립이었다.3·1

운동을 겪으면서 감방에 투옥된 박종홍은 ‘우리가 우리로서 독립하겠다

는 것이 왜 잘못인가?’라는 생각에 잠겼다.이 사건은 그가 민족의 문제

를 깊이 고뇌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그는 민족의 독립을 하여

‘민족의 체를 일 하는 특색을 밝 ’보고자 시도하 고(조선 미술사 연

구)억울한 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학에 몰두하게 된다.이러한 민

족주의 계기는 그때 당시의 철학도들에게 공통된 바로서,시 가 부여

한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한학자 던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기 인 한문을 배웠고 서당

에 다니기도 하 던 박종홍은 언제나 유학의 고 에 한 철학 해석에

깊은 심을 가지고 있었다(퇴계의 교육사상 연구).서양철학 공부를 시

작하면서도 박종홍의 철학 심은 바로 이황에 있었다.하지만 그는

경성제국 학이라는 특수한 학문 환경에서 일본인 교수의 지도로는 이

황에 한 제 로 된 연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단을 내렸고,결국 서양

철학 특히 하이데거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박종홍은 하이데거의 기 존재론을 주목한다.박종홍이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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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의 기 존재론은 결코 하나의 구체 인 인간학이 아니라 모

든 존재론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보다 철 하고 보다 근원 으로 인간

의 존재에 하여 물음을 제기한다.그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기 존

재론으로부터 ‘우리’와 ‘민족’의 실을 자각하고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실체를 악함으로써 실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

도하 다.

하지만 하이데거 철학에 한 연구로부터 박종홍은,하이데거의 본

래 인 자기존재를 탈환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향내 인 나머지 다시 사

회로 나올 길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그는 이 게 지극히 개

인 인 자각만을 강조할 뿐,구체 인 실사회에 한 극 인 실천이

결여되어 있는 하이데거의 철학으로는 식민지 지배라는 민족의 억울한

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하이데거 철학에 한 연구를 그만두게 된 박종홍은 결코 서

양철학을 그 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그리고 서양철학

을 그 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통사상으로부터도 완 히 단 된 상

태에서 박종홍이 찾은 최선의 방법은,서양철학에서 조선의 실에 부합

하는 부분은 수용하고,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비 하고 수정하는 비

수용의 철학함이었다.

박종홍에게 있어서 ‘우리’는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시 사

명을 가지고 ‘이 시 에 이 사회에 이 땅에 태어난’조선 민족이었고 ‘우

리의 실’은 식민지의 통치가 갈수록 심화되는 무나 긴장되어 있는

박한 기 상황이었다.이러한 실에 한 다할 모르는 애착과 고

민으로부터 필연 으로 용솟음쳐 나온 것으로서 실의 문제에 한 가

장 철 한 추궁과 가장 철 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박종홍의 ‘우

리의 철학’이었다.

2.

해방과 더불어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면서 박종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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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심은 ‘민족의 독립’에서 ‘민족의 발 ’즉,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로 옮겨간다.하지만 새로운 민족국가의 이념을 창출하기 한 해방

공간에서의 좌 와 우 의 립과 투쟁 그리고 남·북한이 분열되는 당시

의 혼잡한 정치 실 속에서 박종홍은 신 하게 처신하면서 주체 인

철학교육에 힘쓰는 한편,‘모든 학문의 방법을 확립하는 기 인 이론’

인 논리학에 한 체계 인 연구에 돌입하게 되었다.

박종홍은 논리학 에서도 특히 변증법에 주목하는데 헤겔 변증법

의 유의 논리,본질의 논리,개념의 논리에 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유(正)에 한 부정을 본질(反)로,그리고 유와 본질의 종합 통일된 상태

로 개념(合)을 악한다.미완의 고찰로 인해,그가 헤겔의 변증법으로부

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 는지에 한 보다 자세한 악은 어렵

지만 어도 정·반·합의 변증법의 틀을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그는

이러한 正·反·合의 틀을 극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확립함에 있

어서 변증법 인 구도를 갖추게 하고자 시도하 다.

국내에서의 강의와 술활동 외에 박종홍은 1955년 9월부터 1956년

8월까지 1년간 美 미네소타 학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서양 철학의 최신 연구동향,그 에서도 특히 과학철학의 연구

동향을 직 체험하게 되었다.그는 실존사상이 인간의 내면으로 고들

면서 인간의 주체 인 내면생활에서 참된 실을 악하고자 하 다면,

과학철학은 외부의 상세계에서 진리를 찾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해석하

면서 실존사상을 ‘향내 인 것’으로,과학철학을 ‘향외 인 것’으로 규정

한다.

여기서 향내 인 실존사상을 正이라고 하면 향외 인 과학철학은

反이 된다.박종홍은 이러한 실존사상과 과학철학이 향내 ·향외 으로

‘갈 곳까지 가본 결과’결국에는 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결국 방

향을 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그 한계를 해결할

안을 동양사상에서 찾고 있는 사실로부터 合으로서의 동양사상에 주목

하게 된다.따라서 박종홍에게,서양철학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동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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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 시하여야 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던 제12차 국제철학 회(1958)

는 동양사상에 한 국제 인 심을 직 확인할 수 있는 획기 인 사

건이었다.

3.

서양 철학의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나서 박종홍은 서양철

학이 아닌 동양사상,특히 한국사상에 심을 가지고 한국 통사상에

한 연구에 본격 으로 돌입하게 되었다.그는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이

기에만 하고 정작 ‘우리의 것’에는 하등의 심조차 가지지 않으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비하하는 학계의 그릇된 사상 풍토를 바로

잡고자 제 로 된 ‘나 자신’,즉 통 인 한국사상을 알리고자 시도하

다.이러한 박종홍의 시도는 한국 불교사상 연구와 한국 유학사상 연구

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3-1.박종홍의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는 불교사상의 철학 인

면,더 자세하게는 서양철학 인 측면에서 자신이 보기에 요하다고

단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살펴 으로써 ‘한국 사람의 철학 인 사색에

한 소질과 역량’을 확인하고자 한 작업이었다.따라서 박종홍은 철학

인 사색이 돋보이는 ‘높은 우리’즉 승랑과 원측,원효와 지 그리고

의천의 사상을 선택하여 서양철학 인 분석에 치 함으로써 ‘빛난 웅자

(雄姿)’에 하여 밝히고 있다.

한국 불교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박종홍은 통 인 불교사상에도

서양의 변증법 사상이 있었고(승랑)후설의 상학과 같은 것도 있었음

(원측)을 강조한다.즉 그는 서양철학과 같은 것이 한국에도 있었음을 보

여주고자 하 다.그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승랑의 이제합명 도설

은 변증법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고,지 의 회 반조는 상학의

본질직 보다 더 뛰어난 것이며,회향의 보 행은 실천 인 면에서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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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발 된 것임을 주장한다.

박종홍은 이러한 에서 나아가 방법론 인 차원에서도 통 인

불교사상이 서양의 철학보다 훌륭하 음에 주목한다.박종홍은 원효

가 보다 근본 이고 체 인 입장에서 승랑의 삼론종 사상과 원측의 유

식사상을 화합시킴으로써 화합을 한국불교 나아가 불교사상의 올바른 방

향으로 제시하 음을 내세우면서,이는 서양의 실존철학과 과학철학이

각자 향내 인 방향과 향외 인 방향을 고집하는 것과는 방법 인 측면

에 있어서 근본 으로 다른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박종홍의 한국불교 연구는 다루었던 불교학 자료의 범 와

이론 인 천착의 깊이는 불교학계에 상당한 향을 끼쳤고 타 연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서양철학 인

에서 통 인 불교사상을 철학 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불교를 한국

철학의 역 속으로 편입시켰고, 통 인 불교사상에서 서양철학보다

우월한 면을 찾아냄으로써 민족의 문화 자존심을 높여주고자 하 다.

3-2.한국 유학사상 연구에서 박종홍은 유학사상이 비록 국에서

래되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개되었음에 주목하면서 한국

유학의 특징을 강조한다.그는 한국에 있어서 유학의 가르침은 ‘학문이기

에 앞서 생활감정 속에 깊게 뿌리박 있’는 것으로서 한국 사람의 생활

신조 바닥에는 유학 인 윤리기 이 작용하고 있다고 확신하며,따라

서 유학의 기본정신은 국이 아닌 한국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음을 주

장한다.

그리고 그는 서양의 인간의 존엄성에 한 강조나 근 과학기술의

섭취 그리고 실존사상이나 과학철학사상 등이 한국의 유학사상에도 있었

음을 강조한다.박종홍은 ‘실존의 실은 성실의 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

면,한국의 실학사상에서도 근 과학기술의 섭취 즉 근 화의 조짐 같

은 것이 보 고,동학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에까지 견주었으며,최

한기가 과학철학 인 사상을 개하 음에 주목한다.각각의 표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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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사실 한국 유학사상에도 서양의 그

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박종홍은 한국 유학사상에 한 연구로부터 향내 인 것과

향외 인 것의 종합 인 모습을 발견해냄으로써 한국사상이 서양 철

학의 새로운 환에 있어서 하나의 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근거를 확

인하고자 하 다.그는 ‘성실을 도의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실용후

생의 경제 인 것은 생업 내지 산업과 계된 것이라고 하겠다.본래 무

실의 실은 이 양면을 겸비하여 온 것’이라고 하면서 무실(務實)사상(한국

유학사상)이 성실이라는 도의 인 측면(도학,향내 인 측면)과 실용이라

는 경제 인 측면(실학,향외 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심의 향내와 향외의 구분으로부터 사유의 주

체를 환하여 한국이라는 국가를 심으로 한 향내와 향외의 구분에 주

목하 다.박종홍은 향내 인 한국의 통사상과 향외 인 서구의 외래

사상의 계를 고민하면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천주교와 과학기술을

포함한 서양사상을 수용하면서 서양사상과 통사상과의 융합을 시도하

음을 강조한다.

한 박종홍은 외래사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서양철학에 한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이해와 수용을 살펴보면서 통 인 유학사상과 서양철

학의 조화의 가능성(이정직),비 인 수용태도(이인재)와 동서양사상이

일치하는 부분에 주목하 던 ( 병훈)을 확인하 다.이는 동서양철학

의 융합으로써 한국사상을 새롭게 확립하고자 하 던 그의 학문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4.

박종홍은 해방과 더불어 한국에 다양한 서양의 학문과 새로운 사상

이 이 처럼 일본이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취사 여부를 가릴 겨를도

없이 한꺼번에 수입됨으로써 ‘서로 얽히어 착잡한 혼선을 이루며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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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속에서 뒤끓고 있지만’,한국사상은 ‘외래사상을 그 추종함으로

써 는 어 간하게 충 조화함으로써’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우리 스스로’주체 으로 확립하여야 함을 강조한다.그러면서

그는 동·서양 사상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한국사상을 주체 으로 확립

하고자 구상하 다.

박종홍은 한국사상을 확립함에 있어서 우선 통사상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야 함을 주장한다. 통사상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내는 과

정을 박종홍은 승(傳承)이라고 하는데 승에 있어서 무엇보다 요한

것이 바로 선인들의 창조 인 정신이다.여기서 창조 인 정신은 바로

한국 통사상의 향내 인 것과 향외 인 것의 변증법 통일을 강조하

는 것이다.

박종홍에 의하면 실존사상이나 한국 불교사상 모두 향내 으로 인

간의 내면에서의 실 악을 강조하지만 실존사상에는 인간의 내면에

한 보다 철 한 자각이 부족하다.그리고 과학철학이 한계에 부딪쳐 향

내 인 자각의 필요성을 인식하 던 으로부터 박종홍은 ‘향내 인 자

각을 통하여 무에 부딪쳐 다시 향외 으로 돌아오는’창조 인 길을 모

색해낸다.결국 그는 이러한 창조 인 정신을 통 인 유학사상에서 찾

아내었고 오늘날의 실에 부합하도록 살려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박종홍은 통사상에 한 승이 국가/민족 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인 만큼 이를 다시 향내 인 것으로 간주하 고 한국에 수용된

외래사상에 한 섭취를 향외 인 것으로 악하 다.그는 통사상에

한 승과 동시에 외래사상의 도가니 속에서 정화와 조박을 가려내어

‘우리의 것’으로 소화·흡수시켜야 함을 강조한다.‘우리의 것’으로 소화·흡

수시킴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이 바로 민족 주체의식의 확립이다.

박종홍은 주체의식이 결여되면 그 어떠한 사상도 ‘우리의 것’으로 살려낼

수 없고 ‘남의 흉내’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박종홍에 의하면 민족 주체성은 성실성을 받침으로 한 내면

인 자각과 동시에 밖에서의 힘찬 실천으로까지 일 으로 이루어져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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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다.민족 주체성의 확립에서도 박종홍은 향내 인 자각과 향외

인 실천의 변증법 통일을 강조한다. 한 민족 주체성의 확립은

다시 향내 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박종홍은 민족 주체성의 확립으로부

터 향외 인 실천으로 나아감으로써 외래사상에 한 올바른 섭취가 이

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외래사상에 한 올바른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통

을 살리는 제 로 된 승이 가능할 리 만무하고, 통사상에 한 올바

른 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외래사상에 한 제 로 된 소화와 섭

취가 가능할 리가 없다고 악하 던 박종홍은 이러한 통사상에 한

승[향내 인 것]과 외래사상에 한 섭취[향외 인 것]의 변증법 통

일로써 한국사상을 확립하고자 시도하 다.그는 향내 인 것과 향

외 인 것이 하나의 인 행동에 해 지양(止揚)되는 곳에서 새로

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악하면서, 통사상에 한 승과 외래사상

에 한 섭취가 한국사상의 확립이라는 인 행동에 있어서 지양되

는 곳에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종홍은 한국의 정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국사상의 확립이

라는 목 의식 하에서 통사상으로서의 한국 불교사상과 유학사상,그

리고 미국의 향외 인 사고방식과 유럽의 향내 인 사색태도를 분석하고

‘신체 인 노작’을 통한 객 인 구 으로써 한국사상을 창조하고

자 시도하 다.나아가 그는 창조의 실천으로서 정책의 요성에 주목하

면서 새로운 한국사상의 창조를 한 구체 인 실천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상의 창조를 한 구체 인 실천이 바로 국민교

육헌장의 제정이었다.박종홍은 헌장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헌장의

정신을 뿌리박고자(扶植)교육문화담당 특별보좌 에 취임하여 국민 스

스로의 자발 인 실천을 강조하고 동정신을 발휘하여 개인의 힘을 단

합함으로써 국가의 건설과 국력의 증강에 기여하여야 함을 주장한다.여

기서 동정신은 반드시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통’을 계

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우리의 주체성을 살려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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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를 창조함에 있어서 박종홍은 무엇보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함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빛난 얼은 다름 아닌 온갖 고

난을 과감하게 이겨내었던 선조들의 창조 인 정신이었다.박종홍이 보

기에 통사상의 창조 인 정신을 시 실에 부합하게끔 계승하고

발 시킴으로써 민족의 흥과 유신의 과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이

로부터 그에게 있어서 헌장은 결국 통사상의 화 작업의 구체 인

실천방식이었고 그의 한국사상에 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5.

이러한 박종홍의 학문 궤 을 살펴볼 때,서양철학과 한국 통사

상으로서의 불교와 유학을 종합하고자 하 던 은 20세기 신유학

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유학은 ,특히 5·4운동 이후

동·서양철학의 립 인 상태에서 서양철학 사상을 수용하여 통 인

유학사상을 새로운 시 상황에 부합하게끔 재해석하고자 시도함으로

써 유학의 화 내지는 유학의 부흥을 하여 노력하 던 일종의 문화

사조이다.

박종홍의 서양 철학과 동양사상(한국사상)에 한 이해방식은

양수명의 ‘문화의 세 가지 방향설(文化三路向說)’과 유사하다.양수명이

서양문화,인도문화의 두 극단을 배제하고 용으로서의 국문화를 내

세우듯이 박종홍도 향내 인 실존사상과 향외 인 과학철학의 종합으로

서의 통사상에 주목한다.하지만 양수명이 유학의 독자성에 주목하면

서 서양철학의 개념이나 입장으로써 유학을 재해석한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박종홍은 ‘향내와 향외의 종합’이라는 변증법 인 방법으로 재

해석함으로써 동서양철학의 융합을 시도하 다.

박종홍이 동서양철학의 융합을 모색하면서 통사상,특히 유학사상

을 ‘향내와 향외의 종합’이라는 틀로써 재해석하고 나아가 새로운

한국사상의 창조를 시도하면서도 통사상과 서양철학의 종합 즉,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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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향내와 향외의 종합으로 나아가고자 하 던 그의 작업 자체는

신유학 인 작업이었다.이러한 에서는 논리분석이나 이성사변 등의

서양문화의 정수를 흡수함으로써 동서문화를 융합하여 국문화의 새로

운 발 을 모색하 던 풍우란이나 하린의 학문 시도와 유사하다.

비록 박종홍의 한국사상의 정립에 한 성취는 많지 않지만

새로운 사상의 창조에 한 논리와 구상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을

감안할 때,양수명이나 풍우란,하린의 사상과 마찬가지로,박종홍의 철

학사상을 신유학의 한국 모델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박종홍의 철학사상을 한국의 신유학으로 악하 고 그 근

거들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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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鍾鴻的現代新儒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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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樸鍾鴻哲學思想的研究，雖有一部分研究試圖着總體上的把

握，但都沒有在哲學史的角度明確地加以定位．因而，本文試圖以現

代新儒學的视角研究樸鍾鴻的哲學思想，并且，在當代東亞學 所共

有的問題意識之深化的角度加以解釋．因爲，沒有這樣的試圖，就無

法在東亞思想史整體的脈絡中， 樸鍾鴻哲學的問題意識有效地進行

把握．

二､現代新儒學是在中國的現代，尤其是在五四運動之後，被重新

加以解釋的儒學．吸收西方哲學的思想並根據時代的發展， 傳統的

儒學思想加以新的解釋，從而，融合東西方思想，試圖實現儒學的現

代化或複 的一種文化思潮．由于1949年以後的現代新儒家的亡命，

這種思潮在港台地區得到 起和發展，直到1980年代中期以後，隨着

傳統文化 現代化之間的關系的不斷摸索，現代新儒學在大陸也開

始受到了關注．一直到今天，這種思潮的發展，仍在進行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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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由於以下幾點主要的思想特征，可以把樸鍾鴻的哲學思想定位

在現代新儒學．

第一､吸收西方哲學．樸鍾鴻在日本殖民地的統治下研究了西方哲

學，尤其是研究了海德格爾的存在論．然而，他發現海德格爾的存在

論缺乏 具體的現實社 的積極的實踐．由此，他得出了這樣的結

論，以海德格爾的哲學是無法解決受殖民地压迫的民族的現實問題．

從而，無法全盤吸收西方哲學，又 傳統思想斷絕的情況下，樸鍾鴻

選擇了批判性哲學的道路，就是符合朝鮮現實的內容加以接受，不符

合的內容就加以批判 修正．

在解放空間(1945.8.15〜1948.8.14)的混亂的政治現實中，樸鍾鴻

埋頭於純學問的研究 講課，並試圖系統地整理‘作爲確立所有學問之

方法的基礎理論’的邏輯學．尤其是關注辯證法，他研究黑格爾辯證法

的邏輯思維，強調正､反､合的思維框架．並且，試圖積極運用這個框

架來建構自己獨特的思想體系．

樸鍾鴻作爲訪問學 ，在明尼 達大學滯留了一年(1955.9〜

1956.8)．在這期間，他體 到了西方現代哲學的 新研究倾向．他把

存在主義理解爲在个人的內心生活把握真理，而把科學哲學理解爲在

外部的 象世界 求真理．這樣，他把存在主義規定爲‘向內的’，把科

學哲學規定爲‘向外的’．向內的存在主義爲正的話，向外的科學哲學爲

反．樸鍾鴻認爲，這樣的存在主義 科學哲學各自 守自己的方向，

直到不能再走的地步而達到了極限，正面臨着新的轉換，並試圖在東

陽思想找出其解決方法．他通過第12屆世界哲學大 (1958)確認這一

事實之後，他的學問也從西方哲學轉向到了合的東洋思想．

第二､以西方哲學的方法解釋傳統思想．樸鍾鴻 韓國傳統思想的

研究分爲韓國佛教思想研究 韓國儒學思想研究的兩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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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韓國佛教思想的研究，樸鍾鴻關注佛教思想的哲學的要素，即

爲西方哲學的要素，試圖確認韓國人 哲學思維的素質及力量．他主

張傳統佛教思想裏也有西方的辯證法思想(僧朗)，也有胡塞爾的現象

學(圓測)，並且，強調僧朗的‘二諦合明中道說’比辯證法更深，知訥的

‘廻光返照’比現象學的本質直觀更爲出色．進一步，樸鍾鴻通過 元曉

和諍理論的 察，主張韓國佛教的总体的方向以此來定爲和合，並

且，這在方法論的層面上，遠比向內或向外各執一端的西方哲學優

越．

在韩国儒学思想的研究，樸鍾鴻认为，保持儒学的基本精神在韩

国远比中国好，并且，韩国儒学思想也包含着西方的存在主义以及科

学哲学思想，只不过由于表达方式的不同而人们不知道而已．他还关

注朝鲜后期的实学思想，认为实学思想包含道义的诚实(向内)与实用

厚生的经济(向外)的侧面，强 向内与向外之综合的韩国儒学思想．

进一步，从以个人为准的向内外的区分，把思维的主体转换成国家，

关注以国家为准的向内外的区分，并强 朝鲜后期的儒学家通过外来

思想的接受融合传统思想与西方思想的试图．

第三､創立自己獨特的學問體系．樸鍾鴻試圖通過西方思想 韓國

傳統思想的融合，創立現代韓國思想．他首先強調根據現實狀況，傳

承傳統思想的創造精神，即‘通過向內的自覺，達到無極而后轉向到向

外’的精神．然而，傳統思想的傳承是在國家或民族內部進行的，被看

做爲新的向內，作爲新的向外，他強調外來思想的吸收．樸鍾鴻認

爲，在外來思想的吸收中， 爲重要的就是民族主體性的確立．他主

張以誠實爲基礎的內心的自覺(向內) 外部的實踐同時加以强 ，才

能確立民族的主體性，而民族主體性的確立又被看做爲新的向內，必

要達到向外的實踐，才能把外來思想真正地加以吸收．通過這種傳

統思想的傳承(向內) 外來思想的吸收(向外)的辯證法的統一，才可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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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現代韓國思想．樸鍾鴻主張現代韓國思想的創造，必 要通過‘身體

的勞作’發展到客觀的實踐．作爲創造的實踐，他所强 的就是政策．

作爲創造新的韓國思想的實踐，他參与到國民教育憲章的制定．

四､樸鍾鴻以西方哲学的‘向内与向外的综合’的辩证法的框架，重

新解释韩国传统思想，从而试图融合东西方思想，进而试图创造新的

现代韩国思想的学问轨迹与中国现代新儒家梁漱溟､冯友兰､贺麟极其

相似．创立现代韩国思想的成就虽不是很多，但是，有较明确的关于

创造思想的构思与逻辑．从而，可以把樸鍾鴻的哲学思想看做为现代

新儒学的韩国的发展模式．从这一点上，本文把樸鍾鴻的哲学思想界

定为韩国的现代新儒学．

關鍵詞: 朴鍾鴻､現代新儒學､向內的/向外的､西方現代哲學､韓國傳統思想､

現代韓國思想

學號:2009-3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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