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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유교의 운명에 대하여 비관적인 전망을 했던 조셉 레븐슨(Joseph Levenson,

1920-1969)이목도했던것은 1950-60년대의중국이었다. 뚜웨이밍(杜維明)이전세

계를 향하여 그의 스승 머우종산(牟宗三)의 ‘유학 제3기설’을 전파했던 것은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1) 한자문화권에속하는학자들, 특히철학연구자들은대체로유학이라는용어를선호하는
경향이있다. 일부역사학ㆍ사회학및인류학연구자들은유교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
하며,혹자는유교가더광범위한개념이고그안의철학적사유를유학이라고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어권 학자들의 민간유학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교적 문화 전반을
다루고있는경우가많고, 유학과유교가호환되어도아무런문제가없다. 그러나주로
중국인연구자들의담론을다루는본고에서는그들이대체로 ‘유학’이라는표현을사용하
기 때문에, 제목에서 ‘민간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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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였는데, 그는 유교가 이미 생명력을 다 했고 박물관 속의 유물로

남아있을수밖에없다는레븐슨의견해에반대하면서유교문화가 20세기뿐아니

라 21세기에도여전히인류에게가치를발휘하리라주장해왔다.2) 1988년싱가폴

에서뚜웨이밍이 “유학발전의문제와전망(儒學發展的問題與前景)”이라는국제

학술토론회를소집했을때만해도, 당시참가했던여러학자들은유교부흥의전

망에대하여여전히비관적이거나회의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예컨대그회의석

상에서 뚜웨이밍이 탕쥔이(唐君毅)의 말을 빌어 “유자의 무리가 희박해진 것이

마치꽃과열매가떨어져여기저기떠도는듯하다(儒門淡薄, 花果飄零)”3)라고탄

식하자, 위잉스(余英時)는 이어서유학유혼설(儒學游魂說)을 언급하여많은이들

의박수를받았다고한다.4) 그러나 21세기이후적어도지금까지유교가부흥하고

있다는것은학계의연구상황으로볼때는의심의여지가없다. 물론이렇게말하

는것이피상적인판단은아닌지, 다시말하면어떤측면에서어느정도나실제에

부합하는지는세심하게따져볼필요가있다. 중국안팎에서유교부흥을논의하고

그에관한연구서와논문들이발표되지만, 그렇다고해도 21세기의중국인들대다

2) 레븐슨과뚜웨이밍의논의는모두영어로이루어졌으므로 Confucianism을유교, 혹은
유학으로번역할수있다. 머우종산은유학에종교적측면이있다는입장을취했으며,
뚜웨이밍 역시 유학에 풍부한 종교적 차원이 있음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3) 이는탕쥔이가1961년에발표한「說中華民族之花果飄零」이라는문장에서취한것이다.
탕쥔이는2년후에다시「花果飄零及靈根自植」이라는문장에서, “꽃과열매가어디에
떨어져떠돌든, 스스로정신의뿌리를그곳에다심어서중화의문명을재건할수있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花果飄零’이 인구에 회자하는 반면, ‘靈根自植’이라는 주장은 많은
주목을받지못했다고한다.劉浩賢整理,「由花果飄零轉化為靈根自植, 新儒家大師唐君
毅」, 『晴報』 (2018年 7月 27日).웹사이트주소가너무길어서참고문헌에만표시하였
다.

4) 위잉스가1988년에발표한「現代儒學的困境」이라는문장에서 ‘游魂說’로써당시유학의
곤경을묘사하였는데, 유학이더이상기탁할사회제도가사라지고현실생활에서영향력
을 잃어가서 점차 학자들의 전문지식이 되어가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http://m.aisixiang.com/data/39809.html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20일. 본고에서인용
한 모든 웹사이트를 2019년 11월 20일에 확인했다. 최종 검색일은 모두 동일하므로
이하생략함) 이학술대회의상황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고하였다.吳光,「中國當代
儒學復興的形勢與發展方向」, 『杭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 (杭州師範大學,
2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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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유교적신념을가지거나유교적가치를실천하면서생활하는것은아니며,

중국의교육및행정체제가전통유교적방식에의한것도아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최근중국에서유교의부흥을별다른의심없이수긍하게되는이유는분명

히중국의관방과학계, 그리고일반인민들의유교문화인식에현저한온도차가

있으며, 유교적문화의현상에서도가시적인변화를확인할수있기때문일것이

다.

현대중국의 ‘굴기’와유교의부흥을하나의흐름으로보는견해가일견타당한

것같지만, 여기에는유교의운명은중국의운명과성쇠를같이한다는것과유교

의부흥은중국관방정책의절대적영향을받는다는것이전제되어있다. 1980년

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유학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현상을 열 가지로 개괄한

내용을보면, 대체로중국관방의지지와추동이라는면을부정하기는어렵다.5)

물론중국관방이유교연구자들이나일반인들에게일방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

는것만은아니며,후자의양상에따라전자의입장도달라질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21세기중국에서 나타나는 유교의 부흥을 중국관방의입장이나

지지로부터어느정도나독립적인현상으로이해할수있을까하는문제는유교의

문화적생명력과그미래의운명을가늠하는데에관건적인요소중하나다. 이렇

게볼때중국의대표적인유교연구자들이 ‘민간유학’이라는문제를중시한다는

사실은시사하는바가크다. 예를들면, 중국청화대학의인문계수석교수[文科資

5) 吳光이개괄한10가지는다음과같다.①역대유가인물의사상연구가증가하고, 유학사상
을주제로하는학술회의가중국과해외에서부단히개최됨②유학을주지로성립한
학회조직, 연구원, 연구중심이전국에현격히증가함③각종명목의유학과국학강단
및 논단이 흥성함 ④공자학원이 세계 전역에 분포하게 됨 ⑤민간에서 공묘, 문묘를
복원하고 공자학당, 공자제사 등을 이행함 ⑥공자의 동상 및 유가적 인물의 동상이
각지에세워져서유가신앙을보급하는표지가됨⑦성인과아동의독경활동이보편적으
로전개됨⑧90년대이후중앙으로부터지방에이르는각급정부가유학연구과제를
제공하며弘道활동을함⑨관방이데올로기인유학의요소들이나날이증대함.예컨대,
1970년대 말 중국적 특색[=중국의 국정과 중화문화의 특색]의 사회주의와 실사구시
등의 사상노선을주창함⑩대량의 유학관련논문과저서, 총서 잡지들이출판되고
유학사상이론을표지로한것이보급, 제고됨.吳光,「中國當代儒學復興的形勢與發展方
向」,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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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教授]인천라이(陳來)는「백년이래유학발전의회고와전망」이라는글에서

개혁개방이후새로운유학의존재방식을논의하면서최근 30년사이주목할만한

세가지중의하나로민간의실천차원에서나타나는문화적표현으로서의민간유

학을들고있으며, 21세기의국학열은민간유학의추동력에힘입은바가크다고

지적하였다.6) 중국무한대학의국학원원장인궈치용(郭齊勇)은 1994년「유학의

생명은민간에있다」는제목의짤막한글을발표한이래, 부단히민간유학의중

요성을설파해왔다.7) 현재중국의대표적인민간유학의주창자인옌빙강(顔炳罡)

은 ‘학술의전당으로부터민간사회로’라는것이 2014년대륙신유학의주류적경향

으로드러났다고지적하였으며,8) 2015년제7회세계유학대회에서발표된「최근

유학연구의 10대쟁점보고」라는글에서도 “수많은전문가들이연구실에서걸어

나왔으며, 민간유학이왕성하게발전했다”는것을그한가지로거론하였다.9) 그

6) 陳來가말하는세가지는다음과같다. 첫째는전통유학에대하여깊이있게연구하여
유학의역사적발전맥락을파악하고, 유학의이론체계에대한의미구조를정리하며,
현대신유학의사상등을포함한유가의각종사상을밝히는 ‘학술유학’이고,둘째는민주
ㆍ지구화ㆍ인권ㆍ현대화ㆍ문명충돌등현대의많은문화사조와토론의현장에서유학
의적극적인기능과가치를밝히고, 현대중국의사회문화차원에서큰작용을일으키는
‘문화유학’이다.셋째는 ‘민간유학’으로, 한편으로는잠재되어있고,늘사용하면서도의식
하지못하며, 대중의마음속에있는유학이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는20세기에도존재
했으나 21세기에지속적으로발전하는國學班ㆍ書院ㆍ學堂ㆍ講堂ㆍ電子雜誌ㆍ兒童讀
經班 등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민간유학과 통속화유학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고
하였다. 陳來, 「百年來儒學發展的回顧與前瞻」,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1/3 (深圳大學, 2014), 45.

7) 郭齊勇, 「儒學的生命在民間」, 『中華文化論壇』第4期 (武漢大學, 1994) ; 「民間儒學的
新開展」,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0/2 (深圳大學, 2013) ; 「近年來中國大
陸儒學的新進展」, 『廣西大學學報(哲社版)』, 第1期 (廣西大學, 2015) ; 郭齊勇ㆍ廖曉
煒, 「改革開放四十年儒学研究」, 『孔學堂』, 第3期 (當代貴州期刊傳媒集團, 2018)

8) 顔炳罡, 「由學術殿堂走向民間社會: 2014年新儒學主流傾向顯現」, 『人民論壇』3 (人民
日報社, 2015), 59. 여기에서 ‘대륙신유학’이란중국대륙의현대신유학을말하며,일반적
으로 ‘강타이[港臺: 홍콩과타이완] 신유학’과대비되는뜻으로사용한다. 이하, 편의상
‘중국대륙신유학’ㆍ‘중국대륙신유가’를 ‘대륙신유학’ㆍ‘대륙신유가’라고쓴다. 옌빙강
의이글은 2014년의유학연구동태를정리하는취지의글이며, ‘학술의전당으로부터
민간사회로’라는경향이2014년에출현한현상이라는주장은아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시작했고, 21세기에들어더욱분명해졌으나, 2014년에도역시주류적인현상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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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이들이말하는민간유학이란과연무엇인가? 어떤현상을가리켜민간유

학의 왕성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인가?

Ⅱ. 민간유학 담론의 출현과 그 다의성

유학은전통사회의봉건적지배이념이라는인식이뿌리깊기때문인지, ‘민간’

과 ‘유학’의조합은다소어색하게느껴진다. ‘민간도교’나 ‘민간불교’라는용어와는

달리 ‘민간유학/민간유교’라는용어자체가생경하게느껴지는이유는유교의전

통을이어왔던주체가지식인계층이었기때문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민간

유학이왕성하게발전한다’고하는현상은과연어떠한것인지이해하기위하여

중국의유교연구자들이언제부터민간유학에대하여논의하기시작하였고, 대체

로어떠한현상들을상정하면서민간유학이라는담론을형성해왔던것인지를파

악할 필요가 있다. 자오옌펑(趙炎峰)은 ‘민간유학’이라는 용어는 장칭(蔣慶)이

1999년제7차중국전통문화와현대화학술토론회에서최초로제기한것이라고하

였다.10) 당시장칭은 “참된의미의유학은반드시생명유학ㆍ정치유학ㆍ민간유학

ㆍ종교유학이라는네가지주요존재양태를포함해야한다”는취지를표명하였

고, “유학의참생명은반드시민간에뿌리를내려야하며, 유학의가치는반드시

민간에서체현되어야한다”고발언하였다.11) 따라서그당시에장칭이민간유학

9) 王學典, 「近年儒學研究十大熱點報告」, 『第七屆世界儒學大會學術論文集』 (2015年9月
30日) http://www.guoxue.com/?p=31351 [게재된곳은알지만내용은온라인에서확인
함]

10) 趙炎峰, 「近年來我國民間儒學的發展及反思」, 『大衆文藝』 14 (河北省群眾藝術館,
2018), 239.

11) 趙炎峰, 「近年來我國民間儒學的發展及反思」, 239. 장칭이언급한내용은石砩의「文
化演化的路向与大孔子学说的意义: 記第七次中國傳統文化與現代化學術研討會」(『科
學·經濟·社會』 3 (蘭州大學, 1999), 35.)에서확인할수있다. 민간유학에대한장칭의
견해는향후유교의참생명을꽃피우기위해서는지식인층이아니라민간이라는지평에
뿌리를내리기위한실천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입장으로이어지며, 나아가민간의
필부필부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유학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계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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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중요성을특별히부각시켰던것은아니었으며, 민간유학에대한장칭의언급은

이미 1994년궈치용이 ‘유학의생명은민간에있다’는주장과일맥상통하는말이

다.

자오옌펑은장칭의언급이있은후에류슈셴(劉述先)이 ‘민간의유가’라는말을

사용했다고했으나, 이발언은장칭의언급보다앞선다.12) 류슈셴은유가란극히

복잡한현상이라서개념상나누어살펴보지않으면유의미한토론을할수없다고

하면서, 정신적 유가(spiritual Confucianism)ㆍ정치화된 유가(politicized

Confucianism)ㆍ민간의 유가(popular Confucianism)로 나누어볼 것을 제안하였

다.13) 류슈셴은민간의유가란 “민간의차원에서작용하는신앙과관습으로, 가정

과교육의가치를중시하고근로와절제의생활방식을유지하며, 도교나불교의

영향및귀신을믿는미신과뒤섞여있는것”이라고하였는데,14) 필자의감각으로

는 ‘민간유교’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만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민간의 유가’에 대한 류슈셴의 설명을 보면, 그는 유교라는 전통에는

민간에서작용하는 ‘신앙과관습’이라는차원이있다고인정하고있으며, 바로그

민간의유가란일상의삶에서특정한태도나지향성을지니게하며, 귀신신앙을

포함한다른종교전통들의영향이뒤섞여있다고한것으로미루어, 유교의민간

교육 활동을 이끌어내게 된다.
12) 趙炎峰, 「近年來我國民間儒學的發展及反思」, 239 ; 류슈셴은이견해를밝힌자신의
글이 본래 1998년 Understanding Confucian Philosophy: Classical and
Sung-Ming(Westport, Conn. and London: Greenwood Press and Praeger Publishers,
1998)의 pp.13-14에실린내용이라고밝히고있다. 따라서발표된연도로보면장칭의
언급보다 앞선다. 劉述先, 「儒學的理想與實際: 近時東亞發展之成就與限制之反省」,
『儒家思想意涵之現代闡釋論集』,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2000), 122.

13) 劉述先, 「儒學的理想與實際: 近時東亞發展之成就與限制之反省」, 122. 본래영어로작
성된글을중국어로옮긴것으므로, ‘popular Confucianism’이라고했던것을중국어로
‘민간의 유가[民間的儒家]’라고 표현한 셈이다.

14) 그밖에 ‘정신적유가’란孔孟ㆍ程朱ㆍ陸王의대전통으로서, 當代新儒家의창조적발휘와
개조를통하여부흥하고자하는대전통이며, ‘정치화된유가’란漢代의董仲舒ㆍ班固
이래발전하여조정의이념이된전통으로, 綱常을위주로하지만도가ㆍ법가ㆍ음양가
등의요소가뒤섞인것이라고하였다.劉述先, 「儒學的理想與實際:近時東亞發展之成就
與限制之反省」,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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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유학담론이출현하던초기의사례로장칭의 ‘민간유학’과류슈셴의 ‘민간

의유가’에대한언급을소개했지만, 양자는함의도다르고지향도다르다. 필자는

이를각각 ‘현대중국의바람직한유학의양상’으로서의민간유학[A]에대한담론

과 ‘민간종교적성격의유교’15)라는함의를가진민간유학[B]에대한담론으로구

분해보았다. 이밖에도기존의유학사전통에서 민간친화적인유학, 혹은엘리트

지식인이나관료가아닌민간의일반인으로서유교의교리를학습하고유교적문

화를누리는주체가되었던이들의학문적성취등을민간유학[C]이라고일컫기도

한다. 이는유학사연구의한시각으로서본래공자의사상도평민적성격이었다

거나, 공자의사상은본래일종의생활방식을제시하는성격이었다는입장을취하

기도하며,16) 주로명ㆍ청시대의태주학파(泰州學派)와태곡학파(太谷學派)를민

간유학의사례로연구하는일련의흐름이있다.17) 이러한민간유학에대한논의는

15) 류슈셴이말한 ‘민간적유가’에대한설명을보면, 그는유교라는전통가운데민간에서
작용하는 ‘신앙과관습’이라는차원이있다고인정하고있을뿐아니라, 바로그민간의
유가란일상의삶에서특정한태도나지향성을지니게하며, 귀신신앙을포함한다른
종교전통들의영향이뒤섞여있다고한것으로보아, 유교의민간종교적측면을지칭하는
것으로, 과거에존재했고지금도존재하고있는유교의어떤현상을개념화한것이라
보아야 한다.

16) 옌빙강은「유학은학자들의사치품이었던적이없다」라는글에서『논어』에나오는
‘有敎無類’를강조하면서공자의삶과가르침자체가민간적성격이있었음을강조하였
다. 顔炳罡,「儒學從來不是學者的奢侈品」(2016). https://ru.qq.com/a/20160801/016185.htm
; 톈바오샹은 민간유학은명청 시대에 성행했지만 선진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자
이래유학은평민성을띠었다고지적한다. 田寶祥, 「‘百姓日用之道’與民間儒學的價値探
索」, 『南方論刊』 1 (廣東省茂名市社會科學界聯合會, 2016), 24.

17) 이에속하는연구는다수지만, 대표적인몇편만나열하자면다음과같다.王汎森,「道咸
年間民間性儒家學派: 太谷學派硏究的回顧」, 『新史學』5/4 (新史學雜誌社, 1994) ;李
政陽, 「太谷學派與道敎關係再探:以周太谷爲中心」, 『宗敎哲學』87 (中華民國宗教哲
學研究社, 2019) 이밖에도태주학파에속하는顔山農에대한논문들―陳來, 永冨青地
譯, 「明代の民間儒學と民間宗敎: 顔山農を中心に」, 『論叢アジアの文化と思想』 8
(アジアの文化と思想の会, 1999) ;韓曉華의「論顔山農的‘七日閉關法’: 兼論明代中後期
的儒學宗敎化傾向」(『淸華學報』, 48/3 (國立淸華大學出版社. 2018)과許志信의「顔
鈞的悟道ㆍ修道與傳道」(『宗敎哲學』 46 (中華民國宗教哲學研究社, 2008) 등―을비
롯하여 王艮이나 韓貞 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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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두가지민간유학담론과는착목하는지점이다른데, 아직은이에대한연구

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연구가 계발, 축적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서로다른함의와지향을가진논의들이 ‘민간유학’이라는이름하에진

행되고있으며,때로는현상에대한기술과당위적인요청혹은목표및그에따른

실천에대한기술이구분되지않은채다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제1장의말미에서최근중국학자들이중시하는민간유학의왕성한발전이

라는것이과연어떤현상을일컫는가하는문제를제기했던것이다. 필자가보기

에현재중국에서 ‘왕성하게발전하고있는민간유학’의주된내용은주로장칭이

제기했던민간유학, 즉현대중국에서참된유학이되기위하여민간에뿌리내리

고민간에서체현되(어야하)는민간유학[A]임은분명하다. 다만이세민간유학

담론은상호연관되어있으며완전히구분할수있는것은아니다. 예컨대, 본래

[B]에대한논의는 [A]에대한논의와는그함의나지향에서거의접점이없었으

나, 중국에서유교의종교성및유학과유교의관계 등에대한공개적인학술토론

을통하여18) 유학과유교개념사이의경계가유연해지면서 [A]뿐아니라 [C]와도

접점이생긴다.19) [C]에대한논의는 [A]에대한폭발적인관심의증가로인하여

촉발된면이있고, 어찌보면 [A]의전사(前史)와 유사한성격이되기도한다.20)

18) 왕졔는 2006년의 ‘유학ㆍ유교와종교학’이라는학술토론회에서유학과유교및종교의
관계에대하여여전히서로다른의견이공존하고있음을 2쪽에걸친짤막한보고서
형식의글에서보여준다. 그러나필자는50여명이참가한이학술대회에서유학의종교성
및유학과유교의관계에대하여광범위한토론회를공개적으로진행했다는것자체가
이에관한이론적인논의의수요가있음을보여주는현상이라고생각한다.王杰, 「‘儒學
ㆍ儒敎與宗敎學’學術硏討會綜述」 23 『理論前沿』, (中共中央黨校, 2006)

19) 예를들어, 陳來는1999년에발표한「明代の民間儒學と民間宗敎: 顔山農を中心に」이
라는글에서는주로 [B]와 [C]에속하는영역의민간유학을언급했고, 2014년에발표한
「百年來儒學發展的回顧與前瞻」라는글에서는주로 [A]에대하여언급했다.郭齊勇은
[A]에대한담론이왕성해지기이전부터민간유학의중요성을제기하였는데, 그가말하
는민간유학의범위는대체로 [A]와 [C]에걸쳐있고 [B]와도완전히단절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 펑양과장한졔는현대중국의민간유학은전통민간유학의原發性(다른것으로부터말미
암아이어가는것이아니라본래그러하다는뜻)과평민적이고실천적인기본특성을
계승한것이라고하였는데, 이는바로 [A]의전사로서이루어지는 [C] 담론의전형적인
사례다. 馮洋ㆍ張咸杰, 「民間儒學傳統的歷史經驗硏究」, 『人文天下』 13(總第14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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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간유학담론을형성해온중국의학자들이설정하고있는민간유학의영역

을셋으로분류해보았으나, 한연구자가둘이상의영역에걸쳐있기도하고,21)

같은영역의민간유학을논하는연구자들사이에서도특정사항에대해서는어느

정도편차가있는것이사실이다.22) 따라서이글에서는민간유학[A]을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편의상 이를 ‘21세기의 민간유학’이라고 칭할 것이다.23)

민간유학담론에대한내용을정리하면서지적하고싶은것은 ‘민간’이라는용

어에담긴주된의미로서, 이는유교의교의를이해하고실천하며, 유교적문화를

향유하는주체가특정지식인이나일부계층이아니라일반대중들이라는점이라

고생각한다. 옌빙강은 2005년 국제유학최고논단[國際儒學高峰論壇]에서발표했

던「민간유학은어떻게가능한가?」24)라는글을계기로 21세기민간유학의명실

상부한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는 민간유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山東文化傳媒有限公司, 2019), 30.
21) 궈치용과천라이와같이민간유학을광범위하게설명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고할
수있다.궈치용은민간유학이란 “유학의핵심적가치나주요정신이가정과학교, 사회와
기업ㆍ기관에 깊이 침투하여, 국민의 신앙과 신념 및 일상생활의 도리 등의 정신적
형태로변하는것”이라고하였고, 나아가 “민간과일상생활세계의유학”이기도하고,
또 “민간이운영하는유학,즉민간조직이추동하는유학”이라고이해할수있다고하였다.
郭齊勇,「民間儒學的新開展」, 33 ;주해 6번에서보았던천라이의경우에는그가분류한
학술유학과문화유학의대체로지식인들의활동영역인반면, 민간유학은민간의실천적
층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표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민간에서
유학에대한강연이나전자저널을운영하는사례등이민간유학에포함되는것이므로,
사실상 배타적인 성격은 비교적 약하다. 陳來, 「百年來儒學發展的回顧與前瞻」, 45.

22) 예를들면, 장칭은정치적색채를강하게띠면서현대중국의정치질서를유교화[儒化]하
려고하는반면, 옌빙강은이러한시도에는찬성하지않는다. 또한민간유학을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도 서구 문화에 대하여 배제와 수용 등의 다른 입장이 공존한다.

23) ‘21세기의민간유학’은21세기의현상만을포함한다는의미는아니지만, 대체로21세기에
들어서면서민간유학담론과그실천이점차부각되어왔으므로편의상 ‘21세기민간유학’
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24) 顏炳罡, 「民間儒學何以可能?」. 이글은『2005年國際儒學高峰論壇專集』(2005)에실
려있으나직접찾을수가없었고, https://www.douban.com/group/topic/1613234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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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유학이란유학의민간적형태로서, 전통적인민간유학의연속이자, 새로

운시대에 인류의문제에응답하는유학의새로운발전이기도하다. 민간사회에

뿌리를두고, 민중의생활에적합하며, 민중의윤리적실천과정을관통하는것은

민간유학의본래적성격이고, 대중화ㆍ평민화ㆍ세속화ㆍ생활화ㆍ실천화는민

간유학의가장기본적인특징이다. 이러한의미에서, 민간유학은대중유학ㆍ평

민유학ㆍ세속유학ㆍ생활유학ㆍ실천유학이라고부를수있다. 전통적의미에서

볼때, 민간유학은관방유학, 권력유학에대한상대어인데, 관방유학이해체된

후에는 주로 학술유학이나 엘리트유학에 대한 상대어다. ……25)

옌빙강은민간유학이관방유학이나엘리트유학을배제하는것이아니라고말

한다.26) 그러나 그 지향점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지평에 유교적 문화가

스며들어 점차 중국 사회 전체가 유교의 가치를 체현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민간유학을이해하는데에있어서가장중요한특징은일상적삶의차원에서벌어

지는 유교와 관련된 실천적 양상이며, 이야말로 중국의 유교 부흥을 가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Ⅲ.민간유학의가시적실천양상:일상생활에밀착된자발적활동들

현대중국에서 ‘유교의부활’을긍정하는분위기는대체로 1980년대이후개혁

개방과더불어나타난중국사회의변화에서말미암은것으로, 이는외부자의시

선에서보다명확히드러난다. 예컨대, 로니리틀존(Ronnie L. Littlejohn)은유교

개론서인 Confucianism: An Introduction의 제10장에서당대(當代)의 유교를다

루면서, “현대중국에서공자와유교의부활과대중화에관한자료는너무많아서

일일이밝히기어렵다”고하였다.27) 이어서일탐학당(一耽學堂)28)ㆍ중국중앙방

25) 顏炳罡, 「民間儒學何以可能?」, https://www.douban.com/group/topic/16132342/
26) 顏炳罡, 「民間儒學何以可能?」, https://www.douban.com/group/topic/16132342/
27) Ronnie Littlejohn, Confucianism: an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 I.B. Tauris
: Distributed in the U.S. and Canada exclusively by Palgrave Macmillan, 201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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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CCTV)에서 방영되는 백가강단(百家講壇)29)ㆍ관방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공자탄신일축하행사30)ㆍ중국교육부소속인국가한판(즉, 國家漢語國際推廣領

導小組辦公室의줄임말로영어로는 Hanban이라고표현함)31)의다양한활동등,

양펑강(楊鳳崗)이 ‘(중국대륙) 신유학운동의기표들’이라고했던사례들을소개하

였다.32) 일탐학당을 제외한 활동들은 민간유학의 활동 사례라고 할 수 없지만,

이들활동을관방이주도했다고해도중국의유교문화가민간화되어가는데에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본고에서는주로 ‘21세기의민간유학’을언급한다고하였으나, 그취지에부합

하는실질적인민간유학의출발은 1920년대의동서문화논전을거치면서당시시

험적으로전개되던농촌운동에관심을가졌던량슈밍(梁漱溟, 1893-1988)에게서

찾을수있다고생각한다.33) 5.4 운동 시기를지나면서강렬한근대화의요구에

따라유교로대표되는전통문화를근대화의걸림돌로여기고부정, 파괴했던시기

28) 일탐학당의 경우는 민간유학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29) 백가강단은우수한중국의전통문화를보급하기위하여전문가와학자들로하여금대중
들을 위하여 강연을 베풀도록 하는 의도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다.

30) 중국이공자탄신기념행사를정부차원에서거행하기시작한것은 2004년의일이며,
같은해 11월부터중국은세계각국에공자학원을세우기시작하였다. 2014년시진핑
국가주석은공자탄신2565주년기념국제학술심포지엄개회식연설에서중국공산당은
중국적특색의사회주의를지지하면서도시종일관중국의우수한전통문화를충실하게
계승하고널리알리며, 공자로부터손중산에이르기까지그적극적인요소섭취하고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였다. 「習近平在紀念孔子誕辰2565周年國際學術研討會講話」,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4-09/24/c_1112612018.htm

31) 國家漢辦은중국교육부직속기관으로세계각국에중국어와중국문화교육자원과
서비스를제공하여세계의중국어학습자들의요구를최대한만족시키고자하는목적을
가지고있다. 이는國家漢辦의웹페이지(http://www.hanban.org/)에소개된내용이다.

32) Ronnie Littlejohn, Confucianism: an introduction, 117-118.
33) 물론일부양명학자들이향촌공동체의건설이나향촌교육의실시등을시도했던사례가
있지만, 그들에게유교의가치는상대화되기전이었고,선택적인것이아니었다는점에서
이글에서논하고자하는민간유학과는차이가있다고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서구문화
와의대결구도속에서근대화의요구등의시대적과제를떠안고전통문화의가치를
계승하고자했던량슈밍의향촌건설운동을21세기민간유학의선구적인시도라고보는
것이다.궈치용은민간유학이지향하는儒者像,즉학술연구만이아닌전면적인유자의
사례로량슈밍을들면서, 그가 1920-30년대에중국각지에서추진했던향촌건설운동을
민간유학의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郭齊勇, 「民間儒學的新開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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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량슈밍은서구적가치를수용하면서도유교를부정하는것이아니라비판적으

로계승하고자하였다. 필자가주목하는것은그의철학적사유의성취가아니라

그의촌치(村治)활동이다. 량슈밍은 1924년에 7년간재직했던북경대학의교수직

을사임하고산동으로가서전통윤리중심의향촌건설운동을시작하였다.34) 그는

산동향촌건설연구원의향농학교를중심으로향촌건설운동을추진하였으며, 이는

결국유교적교화를개인과가정, 나아가사회공동체로확대시키고자하는농촌사

회에적합한교육개혁이었다.35) 량슈밍은서구이성주의에대한대안으로중국의

전통윤리와도덕을민족정신으로삼았고, 향촌의재건을서구적근대화에대한

대안으로여겼는데,36) 이는민간유학을중시하는일부대륙신유가들의주장과기

본적으로일치하는바가있다.37) 이런점에서필자는가이알리토(Guy Alitto)가

‘최후의 유자’라고 했던 량슈밍을 “최초의 민간유학자”라고 칭하고자 한다.

복성공(復聖公)안자(顔子)의 79대손이라고하는옌빙강은현재산동대학유학

고등연구원의교수인데, 그는유학연구가마땅히현사회와밀접한상호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입장에서량슈밍이지향했던향촌건설운동을계승하였다고말할

수있다. 그는향촌에서의강학으로향토문화의토양을개량하고, ‘새로운향촌

지도자[新鄕賢]’를육성하여유학을사회에뿌리내리게하는씨앗으로삼으며, 또

공익조직을유학실천하는주축으로삼아서 ‘사회주의적새로운향촌[社會主義新

34) 량슈밍의향촌건설운동은 “향촌운동과민중교육을합친農村自救運動으로서, 향촌을
무대로한민중중심의사회교육활동”이었다. 이재령,「20세기초반중국향촌교육공동
체의 사상적 모색」, 『동양사학연구』 91 (동양사학회, 2005), 155.

35) 이재령, 「20세기 초반 중국 향촌교육공동체의 사상적 모색」, 172.
36) 김창규,「梁漱溟의향촌건설운동과주체성문제」, 『중국근현대사연구』75 (중국근현
대사학회, 2017), 22.

37) 최근 ‘대륙신유가’라고불리는학자들의범위를어떻게설정하는지는논자에따라다르다.
이들이대체로민간유학의취지를수긍한다는점에서는큰차이가없지만, 서구문화의
가치에대한입장에서는큰차이를보인다. 민간유학을주장하는이들은대체로서구
문화와가치를전면부정하기보다는어떤식으로든조화시켜야한다는입장을취하며,
량슈밍도마찬가지다. 그러나서구적가치를전면적으로부정하는경우도있는데, 예를
들면, 蔣慶은서구기독교와막시즘을부정하면서이를유교적가치와문화로대체해야
한다는입장을취하며, 康曉光은서구자유민주주의의가치를전면부정하면서, 중국
공산당 역시 반드시 유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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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村]’을건립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38) 옌빙강은민간유학의성립토대를여섯

가지로지적하였다. 그것은첫째, 민간사회의예의규범에정통한자원자에게의지

하고, 둘째, 독경의풍토를다시열어가며, 셋째, 강학의풍토를다시열어간다는

점이다. 넷째, 통속적인유학서적을편집, 간행하고, 다섯째, 서원과강당을열고

회관을갖추며, 여섯째, 의례를제정하는것이다.39) 옌빙강이진행해왔던민간유

학의실천적측면을보자면, 그는산동대학에서사서(四書) 원전의공익강좌를 16

년간매주쉼없이진행해오고있어서학생과동료들은존경심을담아그를 ‘안사

서(顔四書)’라고칭할정도라고한다.40) 그밖에 1996년이래무보수로고등교육기

관에서 (중국의) 국학경전독송활동을보급하고있으며, 2013년니산(尼山)의성

원서원(聖源書院)에 유학강당을 개설하여 촌민들에게 강학을 해왔다.41) 특히

2017년의 19大(=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향촌진흥전략’이제기된

후그는많은향현들과기업가, 기층공무원들과촌민들로하여금민간유학의단

체에서활동하도록하였으며, 지금은 ‘니산성원서원’ㆍ‘민간유학강당’ㆍ‘백성강당’

등이이미산동성전역에편재하게되었고, 민중들사이에서광범위한반향을일

으키고 있다고 한다.42)

옌빙강이추진하는것과유사한유교관련강좌들이나민간서원활동은중국

전역의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널리알려진사례를들어보자면, 첫째, 장칭이세운양명정사(陽明精舍)로서,

주로유학중에서도양명학을연구, 전파하고있다. 본래법학자였던장칭은이미

1990년대에 강타이신유학[港臺新儒學]을 심성유학이라고 하면서 정치유학의 필

요성을제기하였으며, 나아가중국은국가화된유교를회복해야한다고주장하는

입장이며, 2001년교수직을그만두고양명정사를짓고서산장(山長)을자임하고

38) 郭萍, 「中国当代儒学“山大学派”的崛起」, http://www.guoxue.com/?p=57203
39) 顏炳罡, 「民間儒學何以可能?」, https://www.douban.com/group/topic/16132342/
40) 바이두백과사전에의함. https://baike.baidu.com/item/%E9%A2%9C%E7%82%B3%E7%BD%A1
41) 산동대학 유학고등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글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http://www.rxgdyjy.sdu.edu.cn/info/1011/1764.htm

42) 郭萍, 「中国当代儒学“山大学派”的崛起」, http://www.guoxue.com/?p=5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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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3) 둘째, 북경대학철학박사이자현재동제(同濟)대학인문학원교수인커샤

오강(柯小剛)은 2004년도리서원(道里書院)을창설하여산장을맡고있고, 중국과

서양의 고전들에 대한 심도 있는연구 독회 및예술의전습에주력하고 있는데,

이활동은주로개인매체의공간에서이루어지고있다.44) 그는또동제대학내에

동제부흥고전서원(同濟復興古典書院)이라는공익서원을창설하여중국의경ㆍ사

ㆍ자ㆍ집(經ㆍ史ㆍ子ㆍ集)과전통예술및의학과양생에대한합동강좌를 17주

에 걸쳐서 진행한다.45) 셋째, 쥐시(鞠曦)는 2005년에 장백산서원(長白山書院)을

창립하였으며, 격년으로여름에연수생을모집하여학비없이기숙생활을조건으

로 연수한 후에 논문을 제출하게 한다.46) 넷째, 명덕서원(明德書院)은 리허우더

(李厚德)가 2017년발기하여성립한것으로, “새로운유상(儒商)을배양하고, 함께

중국몽(中國夢)을건설함”을사명으로삼아중국의전통문화와상도(商道)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47) 또한 명덕서원국학관을

상해ㆍ심천(深圳)ㆍ무한(武漢)에건립할계획중이며, CEO들을위한국학총재반

(國學總裁班)ㆍ중국 전역의 우수한 기업가와 국학을 애호하는 이들이 중국학의

명사들과만나 3일간집중교육을받고대화를나누는국학상도대지혜정상모임

[國學商道大智慧峰會] 등을 운영하고 있다.48)

민간유학활동의가장적절한사례중하나인일탐학당(一眈學堂)은펑페이(逢

飛)가 2000년에북경대학석사과정을마치고창립한단체로이미중국내외에널

43) 中國當代儒學网에서장칭과그의양명정사에대한자료들을한곳에모아서소개하고
있다. http://www.cccrx.org/ymjs/class/

44) 중국의웹사이트떠우반(豆瓣)에소개된道里書院의내용이다. https://site.douban.com/215135/
45) 바이두백과사전에서소개하는동제부흥고전서원(同濟復興古典書院)의내용에서인용
하였다.
https://baike.baidu.com/item/%E5%90%8C%E6%B5%8E%E5%A4%8D%E5%85%B
4%E5%8F%A4%E5%85%B8%E4%B9%A6%E9%99%A2

46) 장백산서원의웹사이트에창설자인쥐시와장백산서원의활동양상이상세히소개되어
있다. http://www.cbsrudao.com/

47) 바이두 백과사전의 明德書院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인용하였다.
https://baike.baidu.com/item/%E6%98%8E%E5%BE%B7%E4%B9%A6%E9%99%A2/23439840

48) 明德書院의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http://www.mingdeshuyuan.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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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알려져있다.49) 일탐학당은중국의전통문화를전파하고그가치를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배양하는비영리민간공익조직으로서, 펑페이는지금도일탐학당

의총간사(總幹事) 직무를맡고있다. 자원봉사자들이펼치고있는활동으로는초

등학교ㆍ중고등학교ㆍ고등교육기관에서전개하는전통문화와고전강독및지역

사회와농촌등에서풍부한내용의교육과공익실천활동을해나가고있으며, 중

국전역에서많은관심과참여가이어지고있다.50) 천진시(天津市)의명덕국학관

(明德國學館)도주목받는공익사회교육기구로, 세계적십자회타이완총회의천진

사무소의자금지원을받고,공자의 77대적전후예콩더마오(孔德懋)의딸인커란

(柯蘭)이 2006년에창설하였다.51) ‘(중국의) 국학경전을현대사회로진입시키고,

백성들이중화의미덕을생활화하게하자’는종지에입각하여건강한인격을배양

하고현대중국인들의소양을제고하기위하여주로청소년들을대상으로경전의

내용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52)

이상최초의민간유학자량슈밍과그의이념과활동을이어받은옌빙강의헌신

적 활동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관방과는 무관하게 민간에서 자발적인 의념으로

생겨난민간서원이나개인매체를통한강학활동등을파악해왔는데, 이를통하여

우리는민간유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유교지식인들의참여가필요하다

49) 앞서말했던 Ronnie Littlejohn의유교개론서에도소개되어있을뿐아니라(Confucianism:
an introduction, 177), Sébastien Billioud의논문이발표된바있다(Sébastien Billioud,
“Confucian Revival and the Emergence of ‘Jiaohua Organizations’: A Case Study
of the Yidan Xuetang”, Modern China 37(3) (SAGE Publications, 2011). 이 논문은
일탐학당에대한간단한소개로시작하여량슈밍과왕펑이(王鳳儀)라는두인물의유산
을이어받고있다거나(291-294), 성격을범주화하는것이어렵다는(301-305) 등, 일탐학
당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50) 일탐학당의홈페이지(http://www.yidan.net/#top)에는이단체가펼치고있는수많은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51) 바이두백과사전에서소개하는 ‘천진시명덕국학관(天津市明德國學館)’항목의내용에서
인용하였다.
https://baike.baidu.com/item/%E5%A4%A9%E6%B4%A5%E5%B8%82%E6%98%8
E%E5%BE%B7%E5%9B%BD%E5%AD%A6%E9%A6%86/1036427?fr=aladdin

52) 일탐서당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커란(柯蘭)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http://www.yidan.net/plus/view.php?aid=3528



100 종교와 문화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궈치용은 유가학자들의 작업이 단지 학술적

차원에머무는것이아니며, 유생(儒生)의본성은지행합일과신체역행(身體力行:

몸소체험하고힘써실천함)에있고, 일반인들도그들로하여금전인적인사람이

되도록뜻을세우도록고무해야한다고하면서량슈밍과홍콩의법주학회(法住學

會)창립자인훠타오후이(霍韜晦)를예로들고있다.53) 이로미루어볼때, 궈치용

은민간유학을주도하는역할은유교지식인에게있고, 그들이자신의전인성(全

人性)을실천하는장이다름아닌 ‘민간’이라고이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옌빙

강역시유가학자들은자각적으로민간유학의발전을이끌어나가는사명을담당

해야한다고촉구한다.54) 그는민간유학은다음의여섯가지에의하여성립한다고

하였는데,첫째, 유가의계몽독서물을읽고민간사회의예의규범에정통하여혼례

나 상례를 집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봉사자이다. 둘째는 독경의 풍조, 셋째는

강학의풍조를다시여는것이다. 넷째, 학술적이지않은통속적인유가서적의편

찬과인쇄, 다섯째, 서원을건립하고강당을열어강연을하며단체나모임장소를

설립하는것, 여섯째는혼례나상례등의의례를제정하여일반인들을교화하고

미풍양속을만들어가는것이다.55) 결국민간유학의구체적인전개과정에서유교

지식인의지도가요청되는것은사실이지만, 수많은자발적인자원봉사자들을이

끌어내는 일탐학당의 사례를보면 어느 정도 민간층의자발적활동과조직화를

기대할수있는여지도있고, 또커샤오강이창설한도리서원의활동이주로개인

매체에서의 참여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 민간유학에서

지도자와피지도자의역할경계가점차옅어지게되는상황도예측해볼수있다.

이장에서는이미어느정도체계를갖춘유명한사례들을몇가지살펴보았을

뿐이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주된 대상이 기업가이든 청소년이든 결국은 중국의

사회전반을유교의이념으로변화시키고자하는것이고, 일상의삶에서유교의

53) 郭齊勇, 「民間儒學的新開展」, 30.
54) 顔炳罡, 「由學術殿堂走向民間社會: 2014年新儒學主流傾向顯現」, 『人民論壇』, 2015
年 第3期, 59.

55) 顔炳罡, 「民間儒學何以可能?」, https://www.douban.com/group/topic/16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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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다만 그

목표를달성하기위한실천의과정에서는차이가생길수밖에없다. 다음장에서

는그러한차이들가운데중요한쟁점이되는문제들을다루어보고자한다. 이들

은각각교육ㆍ정치ㆍ종교라는세가지영역에속하는이슈들로서, 시비를가릴

수있는것은아니지만이러한쟁점들을살펴봄으로써민간유학의풍부한가능성

과그의미를이해하고, 나아가앞으로의전개를예상해볼수있으리라기대한다.

Ⅳ. 민간유학의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교육ㆍ정치ㆍ종교의 영역에서

21세기의민간유학은유교부흥을보여주는하나의지표이자그실천양상이며,

나아가유교재건의한방식이라고도할수있다. 따라서유교부흥혹은재건이

대륙신유가들의공통적인목표라면56) 민간유학을연구, 실천하는사람들역시같

은목표를가지고있지만그실현방법에서어떤측면에주안점을두는가에따라

서차이를보이며,때로접점이발생하기도하는것이다.57) 유교부흥의주요실천

노선을 ‘제도화의요구-지향하는목표’라는두축으로유형화한시도에의하여판

단해보자면,58) 민간유학은주로사회생활을지향하는제도화된유교(②)와 비제

56) 캉샤오광(康曉光)의 ‘유교부흥설’은 민족문화를 부흥시키는 근본은 유교의부흥에
있다는 입장으로, 청말 캉유웨이의 공교회사업을 계승하여 공교를 국교화하자는
이상을표방한다. 장칭은오늘날유교재건[儒敎重建]의목적은새로운역사적조건하
에서 유교로써 중국의 정치적 합법성ㆍ사회규범ㆍ인생의 신앙 및 감정과 의지의
위안처등의문제를해결하려는것이라고하였다. 董琳利, 「理論方案ㆍ組織實踐與
未來趨勢: 儒敎重建十年掃描」, 『社會科學』 12 (上海社会科学院, 2011), 136-137.
; 대체로민간유학을주장하는연구자들이대륙신유가로불리기도하는데, 민간유학
보다대륙신유가의범위가더 크지만, 후자가 전자를 완전히 포함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57) 귀치용은 “중국대륙신유학의 새로운 전개”라는 강연에서 대륙신유가들은 민간유
학의 새로운 전개를 적극 지지하고 이끌어나가며, 민간서원 역시 적극적으로 지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郭齊勇, 「如何正視中國大陸儒學的新發展」,
https://iguoxue.ifeng.com/51362528/new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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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된유교(④)에해당되는것같지만, 문제는그리간단하지않다. 왜냐하면한

사람이나한단체의활동이사회생활에서의지향을넘어정치적건설의지향으로

이어지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이하민간유학의실천과정에서부각되었던중요

한문제점을고찰해보려한다. 먼저, 교육의영역에서 (중국) 국학경전의독경운

동, 특히 아동의 독경교육에 대한 쟁점, 둘째, 정치 영역에의 개입 여부에 대한

문제와 셋째, ‘종교’ 및 ‘유교’의수용 여부에 대한 문제등을 중심으로서술하려

한다. 서술의범위는민간유학의목표를공유하고실천에참여했던이들을중심으

로 하되, 각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했던 이들을 포함한다.

먼저, 교육영역에속하는아동독경교육의문제는비교적최근에이르기까지

도큰쟁점이되었다.59) 아동독경의유래는매우오랜것으로서, 1902년과 1903년

에만청(晩晴) 정부가반포했던『흠정학당장정(欽定學堂章程)』과『주정학당장

정(奏定學堂章程)』에서도 여전히 “존공독경(尊孔讀經)”을 종지로 하면서 ‘중학

을 체로, 서학을 용으로(中學爲體, 西學爲用)’라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각급의

학당에서독경과중국문학과목을중점필수과목으로규정하였다고한다.60) 이독

경의전통은학교에서의독경을금지하였던민국시기, 그리고중국의전통문화를

부정하는 5.4운동및문화대혁명시기에사라졌다가, 1990년대이래점차민간에

서 독경 현상이 활발한 추세를 보이며 나타났다.61) 대규모의 아동 독경교육은

58) 장샤오이와리샹핑이현대중국유교부흥의실천양상을도표화한것을필자가번역하면
서문구를다소수정하여아래와같이만들어보았는데, 이는간략한도식화일뿐실제의
현상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張曉藝ㆍ李向平,「當代中國的儒敎復興:實踐類型與內在邏輯」, 『齊魯學刊』5 (山東曲阜
師範大學, 2016), 30.

정치적 건설을 지향함 사회생활을 지향함
유교의 제도화 ①政治儒學: 中華公敎會 ②讀經學堂 등
유교의 비제도화 ③公民宗敎 ④鄕村儒學建設: 儒敎文敎化

59) 이때의경(經)이란유가의경서들뿐아니라중국의경전(經典)들을포함한다. 학자들에
따라서 경전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60) 呂曉玲, 「兒童讀經敎育的理論爭鳴ㆍ實踐困境及其對策」, 『山東行政學院學報』1 (山
東行政學院, 2017), 109.

61) 石大建, 「當代民間讀經運動興起的幾種解讀視覺」, 『孔子硏究』 2 (中國孔子基金會,
201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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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타이완에서머우종산의제자였던왕차이구이(王財貴)에 의하여시작되었

는데, 그는 1994년 『아동독경교육선전소책자[兒童讀經敎育宣傳手冊]』를 편집

하였고, 기업의 보조를 받아 10만부를 인쇄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강연을 하였

다.62) 그는 1997년난회이진(南懷瑾)의초청으로홍콩에서독경교육에관한강연

을하였고, 이어서 1998년 8월이후중국대륙각지에서강연을이어나갔는데, 특히

2001년북경사범대학에서의연설은교육계와문화계를뒤흔들정도의호응을받

아, “한번의강연이백년을뒤흔든다(一場演講, 百年震撼)”라는찬사를얻었다.63)

이시기에중국대륙에서 ‘아동독경운동’이흥기했고, 2002-2004년사이에남경사

범대학교육과학학원의류샤오동(劉曉東)이교육학관련이론의차원에서왕차이

구이의아동독경교육에대한검토와비판을제기했으나, 대세는이미일종의 ‘독

경열(讀經熱)’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다.64)

중국대륙에서아동독경운동의대표적인물은다름아닌장칭이다. 그는 2004

년 5월, 중화공자학회조(中華孔子學會組)가엮고, 자신이편집한『중화문화경전

기초교육송본(中華文化經典基礎敎育誦本)』이라는 12책의총서를고등교육출판

사에서출간하였는데, 이는일부학교에서선독교재로선정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뜨거운논의를불러일으켰다.65) 같은해 7월,저명한방송작가이자예일대학역사

학박사후보였던쉐용(薛涌)은장칭이이총서를통하여제창하고자했던독경운

동을비판하는입장에서, 7월 8일『남방주말(南方週末)』에「몽매한문화보수주

의를향하여」라는 문장을 발표하여아동 독경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쟁에 불을

붙였고, 이에대하여치우펑(秋風)이「현대화의옷을입은몽매주의」라는문장

을 발표하여 반박하였다.66) 그 이후 많은 논박이 이어졌는데, 비교적 최근에도

독경운동의대표적인지도자인커샤오강은 2016년온라인에「독경소년으로부터

62) 呂曉玲, 「兒童讀經敎育的理論爭鳴ㆍ實踐困境及其對策」, 110.
63) 지금도유투브에서이강연을볼수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A3_U2WkrM
64) 趙炎峰, 「‘兒童讀經’的爭鳴及其問題意識反思」, 『平頂山學院學報』 33/6 (平頂山學院,
2018), 91-92.

65) 趙炎峰, 「‘兒童讀經’的爭鳴及其問題意識反思」, 92.
66) 呂曉玲, 「兒童讀經敎育的理論爭鳴ㆍ實踐困境及其對策」,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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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한통의편지」라는문장을발표하여,왕차이구이가대륙의절강성에서운영하

는문례서원(文禮書院)의독경교육방식을비판한바있다. 그의논지는 ‘성실하게

대량의경전을읽기만하는[老實大量純讀經]’ 방법은주효하지못하며, 실제로인

격도야에도움이될수있도록경전교육의품질을제고해야한다는것이었다.67)

최근에이르기까지이어졌던지속적인논쟁은주로아동독경의의미와작용에

대한 문제 및 독경 교육의 방법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68) 첫째,

아동독경의의미와작용의문제를살펴보자면,아동독경에찬성하는입장에서는

이를통하여중국전통문화를부흥시키고, 현대의도덕적병폐를구할수있다고

주장한다.69) 그러나이에대한반론도만만치않다. 예컨대아동독경이이어받는

중국의전통문화란낡고시대착오적인내용으로몽매함을야기할뿐이라거나, 중

화문화의부흥은제도적측면에서먼저이루어져야한다는등의반론이있다. 또

국민도덕을제고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현대에인심이미혹되는이유는독경을

하지않기때문이아니라거나, 아동의무조건적독경을통해서기를수있는것은

노예적인도덕일뿐이라는반론이제기되었다.70) 둘째, 아동독경교육의방법, 즉

67) 柯小刚,「回歸生命的學問:給讀經孩子的一封信」, https://www.rujiazg.com/article/8721 ;
柯小刚, 「国学和读经到了必须提高品质的时候」, https://cul.qq.com/a/20170219/008469.htm ;
Craig A. Smith, “Govern the country and bring peace to all: The crisis in new Confucian
education”, Jane Golley, Linda Jaivin, Luigi Tomba ed., Control, (ANU Press, 2017),
172.

68) 萬遠新ㆍ胡曉玲, 「當前兒童讀經問題的理論爭鳴及其出路」,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
版)』 40/5 (山西师范大学, 2013), 150-151.

69) 장칭은“아동독경이중국문화부흥의기초작업이고중화문화진흥의시작이며, 중국인이
백년이래자포자기했던중국문화로회귀하는길이고, 서양문화의식민지적억압상태로
부터해방되는첫걸음”이라고하였다.「讀經ㆍ儒敎與中國文化的復興:蔣慶放談錄」에
실린내용이라고하는데직접확인하지못했다.萬遠新ㆍ胡曉玲, 「當前兒童讀經問題的
理論爭鳴及其出路」, 150. 재인용 ; 왕차이구이는“아동의독경을창도하여인성의근원
과교화의핵심을세심히살피도록하며, ……국민의양지와선한마음을회복하고,
사회의도덕수준을회복하고제고하는데에도움이된다”고주장하였고장칭도이에
동의하였다. 이역시「讀經運動:重尋古典智慧:王財貴博士放談錄」에실린내용이라고
하는데직접확인하지못했다. 萬遠新ㆍ胡曉玲, 「當前兒童讀經問題的理論爭鳴及其出
路」, 150. 재인용.

70) 萬遠新ㆍ胡曉玲, 「當前兒童讀經問題的理論爭鳴及其出路」,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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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경전암송에대한찬반도중요한이슈였다. 경전암송에대하여아동교육

은마땅히주동적인의문과비판정신에서시작되어야하고,억지로암송을강요하

기보다는이해하도록해야한다거나, 또아동의독립적인생활세계를존중해주어

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71) 그에 대한 반론으로 아동기는 비록 이해력은

떨어져도한창기억력이좋을때이니, 이때내용을채워두면점차반추하게된다

는것이고, 어릴때는마땅히올바른품성을배양해주어야하며, 또아동의천성과

자주적 선택에만 내맡겨서는 안 되고, 마땅히 필요한 것을 주입해야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이다.72)

아동독경교육의찬반에는모두나름의일리가있으며, 이러한논쟁내부에서

시비를가릴수는없다. 논쟁의외부에서볼때,독경운동을전개했던일부학자들

의기획은현중국의국가이념과저촉되는점이발생할여지가있는데, 바로이

점을일찍이 2006년에팡커리(方克立)가지적하였다. 그는아동독경의문제에대

하여당시교육부부장이었던저우치(周濟)에게편지를보내어, 장칭이「독경과

중국문화의부흥」이라는문장에서쓴내용을보니73) 교육부가지지하고추동하

는 중화문화경전의 기초교육활동에서 장칭이 매우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수

있는데, 장칭에게이일을맡긴것은잘못이므로수정이필요하다는취지를전달

하였다.74) 그이유는그로인하여중국특색의사회주의교육과문화건설이라는

목표를위배하게될위험이있다는것이었다. 팡커리는같은편지에서중화문화경

전기초교육활동에서 “학술전문가위원회[學術專家委員會]”의구성원중한사람

인캉샤오광(康曉光)이 “유가경전교육을정식으로학교교육체계에진입시켜모든

초등학교와중학교에유학기초과정을설치해야하고”, 나아가 “국가공무원고사에

도유학과목을마련하여일종의새로운정교합일의체제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

71) 萬遠新ㆍ胡曉玲, 「當前兒童讀經問題的理論爭鳴及其出路」, 151.
72) 萬遠新ㆍ胡曉玲, 「當前兒童讀經問題的理論爭鳴及其出路」, 151.
73) “교육부는 2004년고등학교에서 ‘중국문화경전’을36시간의필수과목으로개설하여점수
를받고시험을치르게되며, 이미교재를엮어서교육부에제출했다”는내용이다.方克立,
「關於當前大陸新儒學問題的三封信」, 『學術探索』 2 (雲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6), 4.

74) 方克立, 「關於當前大陸新儒學問題的三封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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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적시하면서, 장칭과캉샤오광의아동독경운동의목적은잘못된것이라고

지적하였다.75) 아동독경교육내부의쟁점은마치외국어교육을언제시작하는

것이바람직한가하는문제와마찬가지로모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기준을

세우기어렵고, 각자의선택에맡길수밖에없다. 그런데교육영역에속하는아동

독경교육이제도화를넘어서행정체제에까지영향을미칠가능성도생기고, 나아

가현중국의국가이념과의저촉여부도논의하게되는상황을확인할수있었다.

정치영역에대한민간유학자들의전형적인태도는민간유학의창시자라고불

리는옌빙강의발언에서발견할수있다. 그는정치유학이유학발전의한활로이

긴하지만모든활로는아니라고하면서, 유학이현중국에서정말로생존과발전

의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정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다.76) 그렇다고해서민간유학이정치에무관심하다거나정치와절연한다는것도

아니고, 유가의정치적자원이현재아무런의의를가지지못한다는것도아니지

만, “민간유학은유가적정치자원의초월적의미에치중할뿐, 구체적인일의의미

에치중하지않는다”고단언하였다.77) 다시말하면유가의경전에나타난정치사

상의의미는공감하지만현중국의상황에서정치의영역에직접개입하거나참여

하려는 의도가 거의 없으며, 응당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태도가바람직한지여부를떠나우선가능한것인지를간단히살펴볼필요

가있다. 그이유는유교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관련되는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는 유교의 본래적 성격이나 그 사회적 역할이 정치적 영역과 무관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로운 것도 역시 정치하는 것이라는 공자의

입장에서생각할때,78) 옌빙강이말하는소극적인태도―정치에무관심하지는않

75) 팡커리는이들이아동독경운동의목표를유교부흥을위한인재배양에두고있으며,
그들이 계획하는 정치적 수요를 위해서 복무시키고자 할 뿐, 중국의 교육 주관부문
및대다수전문가가민족의우수한문화를널리선양하고청소년의문화적소양과도덕적
소질을제고하려는목적을가진것과는다르다고하였다.方克立,「關於當前大陸新儒學
問題的三封信」, 5.

76) 顏炳罡, 「民間儒學何以可能?」, https://www.douban.com/group/topic/16132342/
77) 顏炳罡, 「民間儒學何以可能?」, https://www.douban.com/group/topic/16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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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실질적인정치영역에는개입하지않고자하는것―역시넓게보면정치에

참여하는셈이다. 또, 유교의공부론(功夫論)이자신을닦아나가는것에서그치지

않고다른사람들을편안하도록하는것[安人]이고, 이것이곧사람들을다스리는

것[治人]의다른말이므로, 옌빙강을비롯한민간유학의대표적인인물들역시바

로수기치인이라는유교의이념을실천하고자분투하고, 이를확산시키고자한다

는면에서크게보아정치적실천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현중국의상황에서

옌빙강은민간유학이바로이정도선에서만정치의영역에개입하는것이합당하

다고판단하는듯하다. 대체로앞장에서언급한민간서원이나강학활동을전개하

는이들의경우정치에대한입장은옌빙강과유사한것으로보인다. 머우종산의

제자이자 타이완의 대표적인 현대신유학자 중의 한 사람인 리밍후이(李明輝)는

궈치용이민간유학을추동하면서중ㆍ고등학교에서유가경전을가르치는방식으

로 착실하게 그 기초를 만들어나가고 학생들을 배양해나가는 것과, 옌빙강이나

자오파셩(趙法生) 등이향촌에서유학을널리보급하는일에는기본적으로동의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79)

그런데앞에서이미여러차례언급했던장칭은민간유학자로만일컬어지지는

않지만, 1999년에 ‘민간유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기하였고 경전 독송운동을

조직하기도했으며, 양명정사를지어유학교육과전파등각종사회활동을민간

에서펼치고있는민간유학의대표자중의한사람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

고그는적극적으로정치유학을주장하는데, 오히려그의정치유학이라는커다란

기획하에민간유학의활동이속한다고보는것이적합할것이다. 왜냐하면장칭

은유교이념에입각한입헌정치질서를구축하고자하는입장에서, 구체적으로는

완전히대등한정치권력의행사기관으로서서민원(庶民院)ㆍ국체원(國體院)ㆍ통

78)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子曰, “書云, ‘孝乎惟孝,友于兄弟,施於有政.’是亦爲政,奚其爲
爲政?” 『論語』 「爲政」

79) 王緖琴, 「‘大陸新儒家’與民間儒學的發展: 李明輝先生放談錄」, 『濟南大學學報(社會科
學版)』 27/2 (濟南大學, 2017), 6-7. ;리밍후이는강타이의현대신유학을심성유학이라고
하면서이를넘어서서정치유학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하는장칭이나머우종산을
넘어서캉유웨이로돌아가자는주장을펴는천밍(陳明) 등,뚜렷한정치적지향을보이는
대륙신유가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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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通儒院)이라는유교의회의삼원제를구상하였고, 이를기점으로유교대학과

유학원에서교육을, 유교협회와유교기금회에서물권(物權)과유산(遺産)및문예

작품의관리를, 유교적자선조직을통한환경보호와임종의료를담당할것을제안

하였기때문이다.80) 따라서그가편집했던『중화문화경전기초교육송본』은전

체적인기획중의부분적실천인셈이다. 장칭의유교헌정론에대한대표적인비

판은짐작할수있듯이공상적인유토피아일뿐이라는것으로서, 타이완의리밍후

이뿐아니라일부대륙학자들도유사한비판을제기하였다.81) 다만한가지분명

한 사실은 장칭의 이러한 기획은 5.4 운동 이후 총체성을 상실하고 형이상학화

되어버린 유교에 총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이다.82) 이 총체성을

회복시키고자하는장칭의기획에서민간유학이중요하게부각되었다고하겠다.

산동대학의장샹롱(張祥龍)은 유교의재건을위한장칭의 ‘상행노선’―현대중

국의정치질서를유화(儒化)시키는것으로서, 유자들의학술활동과정치적실천으

로써중국식유교헌정제도를만드는것―과 ‘하행노선’―민간사회에서유교의사

단법인인중국유교협회를만들고협회의조직으로유교부흥사업에종사하게하

는것―은현대중국사회에서실현하기어렵다고하면서중행노선을제기하는데,

그 내용은 마치 북미의 아미쉬(Amish) 공동체와 같은 개념의 ‘유가문화특구’를

지정하는것이다.83) 그는유가의독특한점은가정과친자관계에있는데, 가정이

현대사회 안에서 참으로 건전하게 변화하고장구하게 존재하게 될 수있으려면

80) 緖形康, 「現代中國の儒敎運動: 蔣慶の政治儒學に見にる文化主權の諸問題」, 『ICCS
現代中国学ジャーナル』 2(1) (愛知大學國際中國學研究センター, 2010), 224.

81) 정종모,「현대신유학내부의충돌과분열: 장경유교헌정론에대한비판을중심으로」,
『유학연구』39 (충남대학교유학연구소, 2017), 339. ;이연도,「정치유학의사상연원과
쟁점: 강유위와장경을중심으로」, 『중국학논총』 61 (한국중국문화학회, 2019), 336.
;顔華勇, 「政治儒學與王道政治」, 『中共浙江省委黨校學報』 1 (中共浙江省委黨校浙
江行政學院, 2012), 83.

82) 緖形康, 「現代中國の儒敎運動:蔣慶の政治儒學に見にる文化主權の諸問題」, 227.緖形
康은형이상학화는유교에보편성이갖추어져있다는방식[馮友蘭]과서구사상과비교하
면서유교의특수성과우월성을주장하는방식[牟宗三]의두가지로진행되었다고지적
하였다. 221.

83) 張祥龍, 「重建儒敎的危險ㆍ必要及其中行路線」, 『現代哲學』 1 (廣東哲學學會, 2007),
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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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공동체 생활을 부활시켜야만 한다고 하면서, 유가문화특구 혹은 보호구는

현행집정당의특색을사라지게하는것도아니고, 현대화의주류와직접대항하

지않는주변적인구축이므로실행가능성이비교적크다고말한다.84) 장샹롱의

주장은언뜻보기에는무릉도원을마련하자는것과같아서황당한느낌이들수도

있지만, 오늘날 4차산업혁명시대에삶의환경이급속하게변화하는상황에서중

국사회전체를대상으로섣불리유교의부흥을말하는것보다오히려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옌빙강과장칭이직접논박을벌이지는않았지만, 대체로정치에대한이

두사람의입장은민간유학내부에서서로다른입장이공존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이두입장의차이는단순히실제정치의영역에서영향력을직접발휘하고자하

는지의여부에있는것이아니라, 서구문화및그가치에대한태도에있다고할

수있다. 옌빙강과같이구체적인정치의영역에개입하지않으려는입장에서는

중국관방의막시즘이나민주주의등서구의가치를수용하거나적어도거부하지

않지만, 장칭의경우궁극적으로는중국의문화뿐아니라정치나경제등의모든

영역을유교화해야한다는입장이며, 중국의것, 특히유교적이지않은모든문화

와이념을거부한다. 심지어기독교와마찬가지로막시즘역시중국의것이아니

기때문에오직유교로써중국을재건해야한다는믿음때문에많은대륙연구자

들로부터위험시되는경향이있다. 장샹롱은유교재건이라는장칭의목표에동의

하면서도장칭의기획은현실적으로이루어지기어렵다고판단하면서, 옌빙강이

나장칭과같이중국의민간전역에서유교문화를회복하고부흥시키고자하는

시도보다는 유가문화특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와 ‘유교’라는개념의수용여부를살펴보자면, 앞서언급했듯이

최근중국의학계에서는유교를종교적전통의하나로인식하는것에대한거부감

이 옅어지고, ‘유교’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지만, 여전히 이는 학계에서도 극히

일부의 현상일 뿐이다. “최근 중국 대륙에서 ‘유학’이나 ‘유가’뿐 아니라 ‘유교’를

84) 張祥龍, 「重建儒敎的危險ㆍ必要及其中行路線」,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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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는것이유행인데, 상대적으로타이완에서는 ‘유교’라는말의사용빈도가

훨씬낮은현상을어떻게이해하는가?”라는천이중(陳宜中)의질문에대하여, 천

밍(陳明)은 타이완의경우공공영역에서는공민종교의형태로, 개인영역에서는

민간신앙과일상윤리의형태로 ‘유교’의형식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 ‘유

교’라는말을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답한바 있다.85) 이 대답이 정확하다고는

생각지않지만, “유교라는개념으로유학이라는개념을대체하는이유는주로유

가문화와사회생활및정신생활의유기적관계를강조하기위한것”이라는천밍의

지적에는충분히동의할수있다.86) 천밍은유교의경전이 ‘경(經)’인이유는여타

제자백가의학(學)과는달리일상생활에서의윤리및현실적정치운영의지위와

영향력에근거한것이었는데, 이제사회가변하여그것이기댈사회조직의틀이

쇠락하였으니당연히새로운사회의토대를구축할길을찾아야하며, 이를위해

서는 종교라는 형식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87) 다수의 대륙신유가들이 종교라는

개념을 적극 수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한 것임에 틀림없다.

장칭은유가ㆍ유학ㆍ유교를구분하여, 유가는일종의학파이고유학은유가의

학문적원리의체계이며, 유교는일종의문명체(文明體)로서유학과유교의관계

는마치기독교신학과기독교의관계와같다고말한다.88) 나아가유교의교(敎)에

는 ‘교화’와 ‘종교’의의미가있고, 또 ‘초월적신앙’과 ‘치세작용’의의미가있다고

하면서 유교는 분명히 일종의 종교라고 말한다.89) 앞에서도 말했듯이 장칭에게

민간유학의실천은그가말한상행노선과하행노선가운데후자에해당되는것으

로서, 민간사회에마치중국불교협회와같은 ‘중국유교협회’를만들어그조직으로

85) 陳宜中ㆍ陳明, 「從儒學到儒敎: 陳明訪談錄」, 『開放時代』 2 (廣州市社會科學院,
2012), 122.

86) 陳宜中ㆍ陳明, 「從儒學到儒敎: 陳明訪談錄」, 122.
87) 陳宜中ㆍ陳明, 「從儒學到儒敎: 陳明訪談錄」, 122.
88) 蔣慶, 「關於重建中國儒教的構想」. http://culture.people.com.cn/GB/27296/3969429.html
89) 장칭은 “유교의 敎에는중국문화의 예악교화와 도덕교육이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서구문화의神人交通이라는종교의의미도있고, 天道性理와良知心體를신봉하는초월
적신앙의의미가있는동시에神道設敎라는치세작용의의미가있다”고하였다. 蔣慶,
「關於重建中國儒教的構想」, http://culture.people.com.cn/GB/27296/39694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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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부흥의다양한일에종사하도록한다는것이다.90) 장칭은천밍과마찬가지로

중국의유교전통에대하여유학보다는 ‘유교’라는개념을선호하고, 유교를하나

의종교로인정하면서중국사회에다시유교를재건해야하며그것이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궈치용은민간유학의현대적의의중하나는불교나도교및그외의민간종교

나문화와더불어성장할수있고, 이미민간에서커다란발전을해온기독교(천주

교와개신교등)와도대화를하면서양호한종교문화의생태적균형을유지할수

있으며, 근본적으로사람들이마음을기탁하고평안해질수있게해준다는점이라

고하였다.91) 비록궈치용이 ‘유교’라는표현을사용하지는않지만, 적어도 ‘종교’

라는개념이나종교문화를부정하지않으며, 나아가민간유학이어느정도 ‘종교’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는 “민간유학은

유학의핵심적가치와주된정신이가정ㆍ학교ㆍ사회ㆍ기업ㆍ정부기관등으로깊

이파고들어국민의신앙과신념, 그리고일상윤리의이치를변화시킨다는요지

를가리킨다”고하였다.92) 리밍후이는타이완의유학이향촌으로진입하게된데

에는종교의역량에기댄바가크다고하면서, 타이완의불교는유가를반대하지

않을뿐아니라주동적으로유학사상을흡수한다고지적하였다.93) 리밍후이역시

‘유교’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지만, 타이완의종교, 특히민간종교에서유학이일

정한 역할을 하였고, 아울러 불교와 도교 등 다양한 종교적 전통에서 유교적인

문화가유리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상호침투, 융합되고있음을말해준다. 우전

(吳震)은캉유웨이의공교를중심으로중국근대전환기의정교관계를고찰하면

90) 蔣慶, 「關於重建中國儒教的構想」. http://culture.people.com.cn/GB/27296/3969429.html
91) 郭齊勇, 「民間儒學的新開展」, 33.
92) 郭齊勇, 「民間儒學的新開展」, 33.
93) 리밍후이는예컨대타이완중부의푸타이[普臺] 초등학교는중타이선사[中臺禪寺]가
운영하는데, 2016년공자탄신일에학생들은교정에서공자를제사하는의례를거행하였
고, 지룽[基隆]에는공묘가본래없었으나. 2017년공자탄신일에지역인사들이불교사찰
의앞에단을세우고그앞에서공자를제사하고육일무를추었다는사례를들고있다.
王緖琴, 「‘大陸新儒家’與民間儒學的發展: 李明輝先生放談錄」, 『濟南大學學報(社會科
學版)』, 第27卷 第2期,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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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의전통문화인유교는 ‘유가교화의체계’로서, 엄격한의미에서의종교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94) 이 말은 현 중국의 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해도과언이아니다. 궈치용과리밍후이의 ‘유교’에대한견해역시우전과유사하

리라짐작된다. 이들은종교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교보다는 유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유교를 종교라고 단언하지 않는다.

옌빙강은지금까지종교에대하여단한번도언급하지않았고, ‘유교’라는용어

를사용한적도없다. 민간유학이성립하기위하여필요한여섯가지조건가운데,

불교나도교의사원처럼유교인들도모일장소가필요하며, 혼례나상례등의례

를제정하여일반인들을교화시키는것을언급했지만, 이것이모든종교적전통의

공동체적이고의례적인측면이라고여기지는않았던것이다. 자오파셩은 ‘유학부

흥’의세가지길을언급하면서첫째, 심성유학은원시유가의정신적생명과기질

을부흥시키는것이고,둘째, 제도유학의혁신은현대사회의보편적가치에적응해

야하며, 셋째교화유학은조정(朝廷)의유학이일반인들의유학으로, 학술유학이

생활유학으로, 엘리트유학이대중유학으로변화함으로써민족공동의정신적고

향이이루어져야한다고말한다.95) 자오파셩이말하는 ‘유학’은유교문화전체를

의미함에도불구하고그는 ‘유교부흥’의담론이무성한현상황에서도 ‘유학부흥’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커샤오강의경우, “유사이래가장문명이번성하고

과학화된시대인오늘날종교는우매하고낙후됨의대명사인데, 유가가주동적으

로종교화를도모하는것은현명하지못하다”거나, “세상이혼란해질수록종교가

번영한다”는인터뷰내용으로보아 ‘종교’라는용어를부정적으로사용하고있고,

이는아동독경교육이종교화되는것을막자는그의말에서도분명히드러난다.96)

민간유학의중요성을통감하고몸소민간유학의활동을실천해온이들이대체

로 ‘종교’라는영역에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는이유는여전히종교라는개념의

94) 吳震, 「近代中國轉型時代“政教關系”問題-以反思康有爲“孔教”運動爲核心」, 『杭州師
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杭州師範大學, 2017), 1.

95) 趙法生, 「當代儒學向何處去?」, http://www.aisixiang.com/data/72444-3.html
96) 柯小剛,「防止民間讀經走向宗教化」,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538035



현대 중국의 민간유학에 대한 연구 113

전형이기독교라는것과 사회주의국가에서아직은종교를자유롭게논의하거나

일상적인 삶에서 종교적 문화를 긴장감 없이 누릴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현중국이유교를중시하지만중국의전통적문화내지일상의윤리로

서선양하는것이지,97) 결코하나의종교적전통으로서는아니다. 학계에서종교

에대한논의가비교적활발해지고종교에대한태도가유연해지면서 ‘유교’라는

용어를사용하는빈도가증가했다고는하지만, 사회주의국가인중국에서 ‘종교’

에대한발언이나종교적실천및종교색을띤집회등은중국적특색의사회주의

종교이론에입각한관리내에서만가능하다.98) 따라서민간유학의지도자들이유

교의교리적차원만이아니라의례적차원이나공동체적차원등삶의모든영역

에서유교의가치가실현되는것을목표로하면서도이를종교와관련짓지않는

것은충분히이해할수있다. 유교의부흥을도모하는이들가운데장칭이나천밍

등일부학자들이적극적으로종교의역량을도입하려는기능주의적사고를표방

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은 종교의 영역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간유학의 실천 과정에서 종교라는 문제가 쟁점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는불거지지않은중요한이슈로서, 앞으로풍부한논의의여지가있

음은 분명하다.

Ⅳ. 마치는 말

아리프덜릭(Arif Dirlik)은만약최근중국의유학부흥에서미국학자들과그들

의학술적동기를언급하지않고단지동아시아관방혹은관방에준하는기관의

97) 예컨대, 시진핑주석이어머니의손을잡고공원을걷는사진이나어머니와전화통화를
하는모습은 2018년이후온라인에서쉽게보고들을수있는데, 가정의중요성이나
효라는덕목을유교에서만강조하는것은아니지만, 시진핑주석의이러한모습을보는
이들은중국의전통문화를떠올리게될것이며, 그것의중심은여전히유교적인문화다.

98) 張訓謀, 「堅持和發展中國特色社會主義宗敎理論: 改革開放四十年宗敎工作的重要經
驗」,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 (中央社会主义学院, 2018), 124. ; 강경구ㆍ김경아,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고찰」, 『중국학』 61 (대한중국학회,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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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을논한다면, 그것은결코온전하지못하다고지적하였다.99) 그는미국에서

영어로활동했던뚜웨이밍을비롯한미국학자들이근대화와동아시아문화사이

에어떤연관성이있을것이라는데에주목했을뿐아니라, 이러한관점에서유학

이새로운담론을펼칠수있도록사상적통로를열어주었다고하면서, 최근부흥

하는유학은아마도일종의 ‘미국의유학’이라고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다고

하였다.100) 아리프덜릭의지적을일부수긍하면서도완전히동의할수없는이유

는바로민간유학의자발적이고도활발한전개양상때문이다. 앞에서도말했듯이

유학부흥이니유교부흥이니하는말로현중국의변화의양상을표현하는것은

피상적인평가일수도있다. 장샹롱은이를 ‘부활’이라고할뿐, 아직 ‘부흥’이라고

할수는없다고말했다.101) 그러나부활이든부흥이든현대중국에서유교에대한

인식이크게변화를겪고있는것은분명하며, 그가운데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

다양한민간유학의활동들이야말로유교라는전통문화의저력을확인시켜주는가

장 견고한 기반임에 틀림없다.

민간유학에대해서는서로함의가다른담론들이공존하지만, 본고에서는현대

중국의바람직한유학의양상으로추구되는 21세기의민간유학을다루었다. 그러

나이는민간종교로서의민간유학및과거의유학사가운데민간친화적인성격의

유학을의미하는민간유학에대한관심과완전히구분되는것이아니라상호연관

되는지점을가진다. 민간서원과강학등민간유학의다양한실천양상들을설명

하면서, 민간유학엘리트유학과상대되는개념임에도불구하고민간유학의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교 지식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민간유학이성행함에따라점차지도자와피지도자의역할경계가옅어질

수있으리라는예상을할수있었다. 또한민간유학의다양한활동들이약사반세

99) 阿里夫·德裏克(Arif Dirlik), 「儒學復興最早於美國起動」, 澎湃新聞, 2015年 6月 28日.
https://cul.qq.com/a/20150628/004979.htm ;중국어기사에는이문장에서 ‘근대화’라고
한것을 ‘현대화’라고번역하였는데, 추측컨대 ‘modernization’의번역어일테고, 이맥락
에서는 근대화가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필자가 ‘근대화’라고 고쳤다.

100) 阿里夫·德裏克, 「儒學復興最早於美國起動」, https://cul.qq.com/a/20150628/004979.htm
101) 張祥龍, 「要建立儒家文化特區」, https://cul.qq.com/a/20150902/01178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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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걸쳐진행되어오면서, 교육ㆍ정치ㆍ종교의영역에해당되는몇가지문제에

대하여쟁점을이루거나혹은직접논쟁은없었지만서로다른견해들이나타났던

상황을 살펴보았다.

민간유학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현 중국 유교 문화의 중요한 흐름으로서,

아동독경교육의문제가어떤식으로조정을거치면서전개될지, 또중국공산당

의사회주의노선과중국의유교화라는추구가어떤방식으로공존하며상호침투

와변화의과정을겪게될지, 또중국적특색의사회주의종교이론과일반대중의

총체적인삶의방식으로서의유교―일상생활에서유교적윤리와가치관, 혼례나

상례등유교적의례의실천, 강학이나강연및그외의모임을위한장소의건립

등을통한유교적공동체의구축등―의양상이어떤방식의상호적응과공존을

도모할지아직은알수없다. 그러나민간유학이향촌의문화공간을구축하는방

식으로전개되는동시에학교나기업, 관공서등의문화에조금씩유교적가치가

침윤되게하는방식으로전개되어, 그영향력이축적, 확산되어나간다면비로소

유교의운명에대하여긍정적인확신을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유교가민간에

뿌리를내려가면서유교의가치가일상생활의현장에서점차발휘될때위잉스가

말했던유학의떠도는혼[游魂]은깃들곳을찾게될것이다. 중국의현상황에서

유학의떠도는혼은정치나행정의체제에깃들기는어려울것이고, 그것이깃들

어야할곳은다름아닌민간,즉대중들의일상적삶의현장이다. 중국에서전개되

고있는민간유학으로부터포착할수있는가장중요한의미는바로여기에있다

고 할 것이다.

주제어: 민간유학, 옌빙강(顔炳罡), 장칭(蔣慶), 궈치용(郭齊勇), 일탐서당(一耽書

堂), 민간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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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当代中国民间儒学研究

Lee, Younseung (Seoul National Univ.)

自从莱文森（Joseph Levenson）在1960年代预期儒家的博物馆化以来，到1980

年代末余英时的儒学游魂说，儒家命运的前景一直是悲观的。当前，中国儒教或

者中国儒学的复兴成为一个不可否认的事实。其中，许多学者关注民间儒学蓬勃

发展的现象。尽管在‘民间儒学’的研究当中，不同意义的话语并存，但本文涉

及了所谓‘21世纪的民间儒学’，而它和‘作为民间宗教的民间儒学’以及‘特

别关怀老百姓的民间儒学（如泰州学派或太谷学派等）’并不分开，也有些关联

点。

本文介绍并说明了当前中国 民间儒学的各种活动，例如阳明精舍、道里书院、

长白山书院等的民间书院以及明德书院召开的国学总裁班、国学商道大智慧峰

会、天津市明德国学馆所办的讲学、演讲等等。从而发现民间儒学的发展需要儒

家知识分子的积极参与。 但是，随着民间儒学的盛行，我们可以预见，领导者和

大众角色之间的界限将变得越来越狭窄。

民间儒学的各种活动已经进行了大约半个世纪，而民间儒学的参与者之间在某

些问题上不免出现分歧。民间儒学是当前中国儒家文化的重要趋势，而且如今仍

然活跃，而我们尚不知道儿童读经教育问题将如何通过协调而发展， 也不知道民

间儒学在中国共产党的社会主义路线下将采取哪些政治和宗教方面的态度。 但

是，假设民间儒学建立了乡村的文化空间并得到发展，以致儒家价值观逐渐渗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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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各级学校、企业和政府机构的文化中，而且其力量得到了扩展，那么，我们可

以对儒家未来的命运抱有积极的信念。当儒家思想扎根于民间而其价值在日常生

活中逐渐显现时，余英时所说的儒学的游魂会附体，而就民间儒学而言，其

‘体’就是‘民间’。 我认为这是民间儒学最可取的方面。

关键词: 民间儒学, 顔炳罡, 蔣慶, 郭齊勇, 一耽書堂, 民间书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