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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신유학의 성립과 그 의의*
- 梁漸i뭘 사상을 중심으로 박낙규·김백균
(서울대학교 미학과)

1. 서

론

19세기 서세동접(며勢東漸)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제성에 관한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체성의 규정에 관한 문제는 ‘근대화’ 1)의 문제와 불가
분의 관계를 맺는다. ‘근대’로의 전환은 ‘근대’ 이전의 가치체계와 ‘큰대’이후의
가치체계

사이에서

얼어나는 의식의

전환을 동반하며， 그 의식의

전환이란

곧 서구적 합리에 의해 사고한다는 뜻올 묵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화’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전통적 가치관과의 충돌 속에서 자신
의 미래문화에 대한 보다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는 전통의 계승과 혁

신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이

* 이 글은 2000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과제지원 연구비에 의한 결
과물임

1) ‘근대 (Morden)’， ‘근대화’라는 용어 속에는 서구의 역사 발전시기를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하는 기독교적 사관에 의한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즉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는 것인데， 이러한 시대구분은 빛과 어툼， 낮과 밤， 깨어 있음과 잠들
어 있음이라는 가치판단들에 의해서 구분되어진 것이다 고전적 고대는 찬연한 빛
과 연결되어있고， 중세는 야행성을 지닌 망각상태， 즉 ‘암흑시대’로 비유되며 근대

는 밝게 벚나는 미래를 예고하는， 암흑으로부터의 탈출시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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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능 유교적 지본추의에 대한 반성적 검토 또한
19 새기 서양에 의히1 강요된 큰미회}이래 계속되이옴 ‘전통과 현미’랴는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디

따파서 이이한 일딘의 문제는 걸치 그미’의 문제로 귀걸된

다
아띤저쟁 (1840-1842) 이후 당시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느끼 위기김은 시양
~1 들의 선친과혁기숭에시

기 ~1 힌다

그들은 시양언의 막강힌 꾼사리과 울질

적 부강음 과학/]승에 의한 것으도 여겼으므노‘ 과학 1] 숭의 수용으둘 중국 ~I
틀유 서양과 대퉁한 붕칠분명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과학유

어떤 형이상학이 아닌 기능 혹유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어떤 관념이나
신앙‘ 기지체계와보 걸합될 수 있고， 새로운 기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파:，]_
민였디

아편전챙 패메 이후 일이난 지캉운동유 서양문맹에 미한 새로운 인

식과 그것을 토대로 한 서양문병을 수용히려는 시도였으며，

0]

운동은 ‘오량

캐의 장기(長技)를 깨위 오량캐블 제어힌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였다

시양

이 군사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은 비문명 상태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힌 무
럭이 강한 오량캐들 제어하기 위애 그들의 강한 무리， 즉 군사시술올 수용해

야 펀다논 것이 양무운웅(洋務運助U) 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양무운옹에시 시양
분붕의 수용윷 추창하는 이론적 토대는 j 中형용體， g꾀횡*햄用으] 사조， 즉 중체

서 용론(中體때用論)이었다 2) 통아시아 각국에서 입어나는 이러한 시도는 조선
에서능 ‘동도양기’(東道iT옳)

엘본에서는 ‘화혼양재’(和塊 ￥才)의

양상으로 나

티난디
그이나， 19세기말에 이브"] 청일전쟁을 치른 후 중국 내에서 사람늘유 전
차 전통적 가치재계와 과학기술 사이에 괴리가 존새함을 느끼세 되였다 아

펀전쟁에시 증국의 패깨는 딘지 증국인뿐만 아니라 당시 증국음 선진문맹국
ζ[보 여겨오던 동아시아 각국에

꺼다란 충걱을 얀겨 주였다

증국의 애매는 입본 91 들에거] 더 십각하게 받아들여겼다

아관전쟁에시

따라서 아띤저쟁이

후 임복 91 틀은 서구에 유학생음 파견하는 퉁 서구문병윷 단지 기숨로서가 아

2-) 趙i흔τ‘ 「現代新↑需家與西 ti함렬 , 方克 t
￡용후大혈出版써

1~~4. p.

10

李샘全 主뼈， 現↑URii需영liJf究흉훔‘ !용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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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마 사상으로 받아들이고지 히늠 h 벽이 진행되었으며 1 그를 위해 번익자엽
을 선행히 였디

진화논의 수용과 적지 생존 (survi、 al 0 1' IlU야!)， 지연도대 (naluml

selection) 를 인정히는 시대분위기 속에서 음양오행처럼 선힘적으로 정해져 있
는 절대진리로부터 언역해 나가는 것이 아니랴 실험에 의해시 올바듭。 1 승냉

되어 깐다고 하는 과핵 실증주의는 망시 일뷰빈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욕 주였
고， 시-:L희문의 탁왼성유 싱정하는 것으로 여겨셨다 3 )
정입지쟁 이후， 사상과 불진문멍에서

~I 면적 서구회들 추구한 양복과의

~I

쟁에서의 패매는 중국인에게 진흥적 가지체계에 대해 김유 반성을 i갈 수 았
는 게기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에 대해 보마 갇유 팀구를 하게

하였디
과학에 대한 보다 김은 담구를 통히여 중 f인늘유 과학기술。 1 만지 견고한

선박을 세조히고 훈륭한 디lRr를 만드는 기술만을 의미히는 것이 아니고1 그
러한 시구문화를 낳은 까원〈즈로시 과희이 존새하며， 과학은 기예일 뿐이 아

니랴 하나의 방법이며그 혁문방법은 하'-]-하나 사울에 나아가 실제 검증해
보는 네 까거 "4)하는 이지삭 태도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힌 관섬은

이제 더 이상 과핵을 수딘이라고 여끼고 않고， 잊종 ~I ~I 식방볍， 즉 샤지세게

나 사회의식행대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마 견국

5 .4

시기。11 이르면

과학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영엮어1 스며듣게 된다‘

아 파학숭비1 갱향의 가장 큰 영향이 바로 팅시 충국 내에서 진면적인 서구
화를 저1 장히게 뇌는 직짐적인 원인이 된디

전띤적인 서구화를 주장히는 사

맘들은 íffi化派(또는 新派 내지 新좁年派)아고 불리었으며， 이늘은 동아시아의

가치채계는 철저하게 부정되아야 할 이띤 것 C즈로 안식하였다 陳獨秀， 蔡 π채‘
胡i렐， 주大jlj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동시문화의 이질생운 동일힌 노선상의

속도자이로

얀식하였고， 밥달펀 끈대문화로써 낙후원 고대운화들 매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91 식힌 반닫된 근대문희란 과핵시숭에 업각힌 과

3) 1~~4년에 즈페시 (H. Spencer) 의 책

11

생물학 윈비 J(Principf，ω

0( 8iolo::zv, 1864 -1 l:l 67)

西村玄펴와 t~本 j품등융에 의해 번역된다

4) 랬復 L 嚴?흥集~， (中國近l"t A物文集옳좀)， ~t )j(: 'þ筆書局， 19 !-l 6 年 第 l -Jffi,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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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대보에 있었c1
그이나

5 .4 시기 。 1 "1 한 전년적 서구화를 주장히는 서화피의 태도는 공

전통주의지늘의 완강한 저헝에 부딪혔디

전통주의지늘의 서화피에 대한 비

판의 까거는 당시 1 차 세계대전을 거전 시양인늘의 자기반성에 기인한다

전

쟁은 시구사회가 끼대이래 축식해 온 물점식 재화의 손실과 연맹의 피해들
입었으며， 마음에 거다란 생처들 남겼다 정치쟁제식 위시와 사상문화적 타락

앞에서 서양 사상!i1의 잊부 지식 91 듬은 서구문희들 비판하고 웅양문빙， 특히
중국문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며， 그중 러샘(ßeπrand Russell)욕 1920'견

중국어1 와서 강연파 강의를 하고 귀국 후 「中國文化與며洋」， 「中며文化;L比
較」 등의 금을 벌 lf 히며， 통양문병， 특히 유기사상을 농이 평기한C1 .51 이저럼
1 차디1 전 발발의 큰본원안을 기계본적 새겨1 판으로 툴리는 판접에서 전통주의
지늘은 과학민등주의를 공거히는 큰거를 잣았으며 1 전통기치에 미한 민음을
더욱 는독히 하였다

이에 앞장선 사람이 梁양超이다

그는 과혁만능주의의

세계관 안에시는 도녁이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그는 증국문
화는 증국적임을 강조하연사도 그것이

세계적이고 전 인류에 대해 보펀식 Cι

혹 유익힘음 상;조하였다 6)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한 겸음 더 나아가 유가사상의 가지를 긍정하고‘ 유

가사상음 기초로 능통적으로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고 주1 통음 재건하고자 하는
노릭이 현대산유학이라노 사상의

흐름으로 나마난다 중극 근미의 전환기에서

제기뭔 방법듀으로서의 현디1 신 f「학은 이이한 의미에서 동양의 문화를 중선으
로 서구의 문화를 아우브는 일증의 동서문화 조화온에 속한디고 할 수 있디

。1 처럼 증국 까대의

전환기에서

제기된 정치1 성의 규정과 발전방향에 관힌

방법론은 크게 이 세 가지 방향에시 전개되었지만 그 문제의석은 사구문명
에 대힌 수용과 반발 또는 조화라는 집에시 동양운명과 7'별되는 시양문명의
상대적인 관검에시 시구회 1 외 볼가분의 관계에 높여 았으며

전국 1 근대회’라

5) 趙짧志 U 現f(￥T댐3giil 西方힘學 1. pp. 16-17 에사 재인용 띤문응 1922. 6. 3. ~學짧j
에 발표되었음
6) 중툴奇 「핑激{동의 現 f'(￥ lil끊황」

서을대학교 철학악샤 학위놈문 2이)()년 2 월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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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이 글은 ‘근대’의 수용이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현대신유학의 개척자로 평가
되는 양수명 7)의 유기사상과， 사회실천론을 통해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에 대항해 사상적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 양수명의 논리전개를 살펴보고 이들
의 사상이 동양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상황하에서 보편적 사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사상에 민족주의적 국

수주의적 요소가 어떻게 스며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양수명과 현대신유학의 성립
名과 實이 분라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양수명 (1893-1988)의 유

학을 ‘현대신유학’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앞서 논
의한 대로 현대신유학을 중국 큰대의 전환기에서 제기된 유가사상을 기초로

능동적으로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고 전통을 재건하고자 하는 방법론 중의 하
나이고， 양수명이 근대 이후 중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서세동점 이후
서양문화와 철학에 대응하여 유학의 현대화를 통해 중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

진을 제시하는 ‘전통과 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정립을 ‘현대신유

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8) 신유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지만， ‘현대신유학’을
고， 그 후 제

5 .4 신문화운동 이래 양수명， 熊十力 등이 정초하

3, 4세대에 걸쳐 전개된 현대의 유학이라고 할 때， 현대의 유학

이 신유학을 계승 · 발전한다는 측면이 강조되므로 적어도 현대신유학의 창시

자라고 할 수 있는 양수명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양수병의

유학사상이

陽明學， 그중 泰州學派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9)， 양수명은 孔굶의 유학사상을 직접 계승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

7) 鄭大華 r 梁ψj훗與現代新{需學」， 『現代新{需學昭究論集 ~(2)， 方克立 • 李鎬全 主編， 北
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8) 姜重奇
94-96.

r 梁激평의

199 1. 12.

現代新{需學 J ， 서울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논문， 2000 년 2월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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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디고 평가원디 10) 양수병 지신도 r쩨村월設， 4권 5 기에‘ ''fL子學說的
重光」이아는 글을 직집 발표히연서‘ 농지의 학문이야말로 기장 큰본이

었는

최디1 의 학문이며， 장치 반드시 얀류에 의히1 발현뇌고 공인되아 세계에 디시
벗을 발할 것이라고 한다 11) 또 양수영이 북경대혁

피수직을 사임하고 향촌

긴설유동에 착여힌 것이야말로- 희자의 길이 아닌 심천가의 길유 길으면시 공
자의 이념에 충심하고자 힌 의도에시 파악될 수 였다
。1 러한 관섬에서 보면

현대산유학↑이라는 영칭이 부식선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j 현대신유학’이라는 병칭이 중국과 대만， 홍콩 및 구미에서 일반회푸1

용

어이므로/현대산유학1 이라는 용어도 양수명의 유학사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2.1 앙수영의 성장배경과 사상적 전환
양수병의 유학사상유 불교의 g옮識과 베브그송의 철학을 원용히년서 주판적

cι로 이해하고 새해석합 cι로써 이루이진다

이 "1 힌 경향은 양수녕의 성장"11

경과 사싱삭 전환파정 속에시 충분히 드러난다
양수명의 원맹은 煥鼎。]고， 수는 壽짧이였으나 20 서] 이후 淑평디L로

et꾀였

다 그논 중국의 천통적 가치관이 西勢東漸에 의해 붕피되어 가는 파정음 옴
소 처]힘하며 19세기만애서 20세기말까지 격변하는 시대를 삼았다 그는 어릴
적이] 입반적인 관례와 닫비 부천의 지도에 따라 텅시 중국 친퉁가정의 자녀

들이 읽는 四뽑五經같은 것이 아니라 영어와 'J며E)<융텀言」같은 것들을 배웠디
그 외에도 [양豪좁報4 와 「게、話 B 행4 와 같유 통속적인 잡지늘을 엮었디
는 f내외의

역사고사 · 우인

전지

과학상식 둥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후꺼 는 사

회 뉴스와 평논 - 잡담 C즈로 이루아져

있였다

끄두 白話 ιC즈로 출판되였 Cι며

이 두 잡지가 양수명의 독사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마 전자는 그의 지삭

9) =*義神， '~i!t~~헛쩌主쩔述評" ("J!ltilil，홈감!liif究굶놓， 1, 方見 <i ‘ 主%全 主編‘ 北京
中벼잉게바會제나휩 tll 版社 1989 년) 상조
1 이 슷{며옮， r W2i*X ì혹先生 8~偏뽕없」‘ 」國際「꿇學짜f究

제 3 집， 國際댐學聊옴會， 北京

따會까쩔nHrtlU， 1997

11 )

잦생펴잦형평중r集"

(천 8 권) 지15 권， 펌힘

山東人 Rtll 版써，

1984.

S~I l)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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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응부하게 히] 추며 지역을 계발해 주었으며， 후지늠 그에게 사회를 통찰히

는 능력을 같이주였디 12)， 1899년 그는 북경에 처음으로 새워진 서양식 학교

“中四小學호”에 입학히여 2년 동안 "11 웠는C11 ‘ 양수맹이 처음→ 정규교융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은 반 시양삭 혁괴에시였으며

。1 린 신석 5ι육은 동시대의 학생

들과는 다른 jí:I_육방석에 의힌 것이였다
1906년 깅~i1tt‘}윷은 13 세 띠1 시험븐 거쳐 북경 順天中쩔堂에 엽희하여 익년의
중학생활을 시작했다 중학생 시선 이미 同盟會 京많지부에 가압했시 때문에
그는 곧바로 京澤11:염 기관보인 「民國報』의

總統府 ’ 國務 ~JG

. 횡校 • 團짧외

각층 문제틀을 목보히게 되었다

기자로 일하게

되었으며， 매얼

大路 및 골목을 브나틀며 딩시익 정 지상황과
그이나 사회현실을 전혀며 사회문제의 지극

。 1 잉수병의 정산에 심각한 위기를 붕이일으켰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절

감히연서 양수맹은 초조감과 무릭감으로 두 치례 지살을 기도했디 13) 현실에

극도로 실망한 정시가 그로 하여금 증국의 현실문제에서 인생문제로 생각을

"1귀7 개 하였고， 양수명은 분jlI_들 뱉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양수명의 생애에시
뾰想上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이다 양수병은 1913 넌 봄에 북경 아버지 집에

칩거하연사

佛it에

천략하고 서]상과 담음 쌓았다

이외

같은 獨居생활은

1916년 상반기까지 기] 속되었마 또 람樂의 팀구를 통해 양수병은

~선 고락

이 대상(外f흉)에 았지 않다는 하나의 친버를 밴견했다고 한다 그에 익하번
세속적 사고방식어1 능 항상 ιι략을 外境에 연계시켜 부구]이] 지히먼 즐겁고 빈

전에 처히년 고통스런디고 여간디

수L딩은 고락에 미한 유 심~적인 판접에

기 슨히여? 얀생이 기본적으로 苦다는 인식에 도달히고

인류문병。1 낱로 진보

하여 걸핍된 것이 뚱부해지고 많은 문제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해걸되 <'1 바

는 관섬에 동의하지 않았다
양수명 사싱에 었어 또 하나의 꺼다란 전환섭은 분쿄로부터 증국전통문화
혹의

저펴야마

이

저환음 측반시킨 식접적인 세기는 , i)j댐뺑案』으1

'東별語

錄」을 얽는 외중어1 얻은 흘연한 깨 우침이었다고 한다 “ 1920년 초뷰， 소년중

121
13)

j;T:I::剛，中國-i:k名偏， I~믿f늬
혹峰

延j용:1::성~nHt~社，

갖뺑동싸잡'\iI:ii'r構想l!f究~. pp.

22-23

1991)‘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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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회의 한청에

히고 았었는미

응히여 층교문게에 대해 강연한 후 집에서 강연왼:iL를 보충

떳 줄을 쓰지 못히고 생각이 막히고 머리기 흔딘스이운 와중，

손에 잡히는 디1 로 [明偶學案J 을 염였디
心짧

派을

읽으언시

「東뿔5댐생」의

그중 평소 매우 익숙히였년 쫓州 王

‘百盧交뼈血~慶寧(옴갓 생각이

현시샤 안정되지 않는다)이라는 여닮 글자들 보고 놈랐마

염혀서

이것이 바로 나들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까1"14\ 양수병이 북경대혁에시 가드끼 내용은 빈도첨

학이었지만， 내면의 김풍과 번만으도 고민하다샤 마침내 r論語』이1 서 ‘樂‘자들

반견하고서 유학에 대한 애로운 얀식에 도단하고， 마칭내 불교에서 유학으혹
진환하게 ￥1 다

양수명유 불교으1 7;"와 대비되는 樂이 유학의 중요한 득징이

랴 ;ι 。1 히1 했다

。1 "1 한 인식은 나중에 양수명의 사상에서

웅의 철학으로 나티넌디

牛의 긍정파 즐거

불교에서 유학으로의 전환은 바로 인생문제에서 사

회문세로의 판싱의 전환을 의미한다

2.2 시대 사상사적 배경

아핀전쟁음 동하여 끈대 시.7.문명의 힘을 깨달은 증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과학시숨이 시구문명의 힘의 원동략이라는 인식음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서구의 장대한 힘의 원천음 기숭의 문제도 받아틀였고‘ 기숨 .~I 습득안을 통
하여 과학흠 이해하고 강대해진 수 였음 것이라는 밍음을 가졌마 중체서 용
론(中짧뾰用論)은 전통가지체계와 과학의 관계에 디l 한 중켜 지식인의 대도를

급영히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고 할 수 았디
그이나 청일전쟁의 삼패로 인해 중놔의 지식인늘은 전통적 가치체계에 의
헨 과학기술의 사용(中體jJIj用論)이 문제가 았음을 작시하거1 된다 정일전쟁의

참패들 계 !l 호 증국얀들은 전통삭 가지세계에 대해 갚은 반성을 하게되고，
다른 힌펀으로는 파혁에 매해 보다 깊은 밤구을 하게되었마

。1 러힌 과혁에 대힌 깊은 탑구혹 91 해 과핵이 딘지 가능식 91 것이 아니고，
입층의

'11711 를 인식하는 망법론이며， 통시。11 새로운 ~1 생관으로 이해하게 되

14) 쌓행j동 r~&용'1 、뽕.J

I

~ìtt{;동후集"

제 2 견，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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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문물은 단지 기술이라는 시각이 아니파‘ 파악적인 망법을 잉태

한 문화는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었디

5 .4 신문화운동 시기 과학에 대한 숭

비는 절갱어1 달아 과학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진
독수‘ 채원깨 등 신문화운동 전기의 지도자늘은 오직 과희안。1 증」이。1 탕언

한 문제들 해결한 수 있고 꺼통적 가치치]겨1 릎 매신해시

혀대화로 나아가는

네 필요힌 세계꽉욕 제콩해즉 수 있다고 확산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1923 년에 과핵논쟁(科玄論爭)이 암어나면서 과학숭얘사조

는 진흥주의자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과현논쟁이란 ‘과학과 현학’의 논
쟁 또는 ‘과학과 인생관 논생이라고도 붙이는 것으로 정문강， 호적， 오지훼혹
대요되늠 파학파와 장균매， 양겨]한， 장통손 등이 주도 oFc 현학파와의 논쟁을
말한디

독일유학에서 뜰아와 서양철학을 기브치고 있니

장둔매는 1923 년 2

윌 14일 청화미학에서 해외유학을 앞둔 학생늘을 대상으로 ‘인생판’이아는 주
제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의 의도는 해외유학에시 증국희생늘。1 시양혁문에

심쥐하여 증국식 정산을 완전히 져버리는 것음 경계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며，

과혁의 영역과 구별되는 정신적 영역의 존재들 주장하는 형식 0_보 이우어셨
다

그의

강연은 과혁이 대변하고 았는 사섣세거]

이외에 과핵이 도달함 수

없는 정신세기] 혹은 가치세개가 있음을 증명하고， 과학이 의의외 가지 분께
를 해견암 수 없고 주1 통적 정신문화를 대체상 수 없다는 것음 증명하며는 것
이었디 15)

여기에 T x:江이 「현학과 과학」이런 금을 발표히여 장군매를 농격함으로써

과현논쟁이 시작되였디

장균 aB 기 사암유 나 자신 이외의 사물과 인간에 디)

하여 늘 관잘하고 주장하며 바라는 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생관。1 랴고

한 다음 그 특정은 주관적 1 시관적， 종합객‘ 자유， 의지， 딘일식이기 예문에
과혁이 아무리 발전하더랴도 애결될 수 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힌 것에
대하여， 성문강은 장군매의 몸에

현학귀신이 내렀다고 매도 • 비관하면시 과

학은 외향적이고 교윤과 수양에도 좋은 도구가 되며， 진리 팀구 능력과 애착

15) 趙德 ;;!;;.'I 現代펌r11됨家멋西方힘황ι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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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잦거] 히고 복장한 현상에서 간단한 법칙을 발견하며， 혼란 속에서 칠서
와 논리적인 견해를 갖게 히고

과학을 。1 해히연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반박문을 실였디

정문강， 王星#\， 庸않 등 과학민능주의를 주

장하는 사당날의 논지에 따브연， 과혁은 인생관 문셰블 완전히 해결할 수 있

고 오늘날 최대의 책임과 요 구는 과희방법욕 91 생관 문제에 응용하는 것이며‘
경험한 수 있는 세계 외에 초감각적 피안의 서]셰는 결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열세의 성신현상은 물리현상과 마찬가지노 마 ~1 과윷의 지애들 받는다

는 것이다‘
팅시 과학적 방법 자체의 유행 빚 옛 가치체 711 의 해처] 이후 나타난 새로운

기지와 이상에 디l 한 겸구에 힘입이‘ 과현논쟁은 과학피의 승랴로 막을 내린
디

그이나 현학피기 제시한 맺벚 문제 저1 기는 과학적 실증방법으로 디1 신할

수 없는 것이었고

현대선유학은 바로 여기에서

유학의 기능생을 찾았으며，

시혁을 원용해시 윤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힘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3

현대신유학의 문화론적 배경

혀대선유학은 이름 그대로 유학음 혀대적 요구에 빚게 변 용하여 부흥시키
며는 노력의

견과 나타난 현대판 유학이지만， 그 내재적 요인은 B용j좁 아래

i!'l勢東漸에 의 ~II 생긴 동서문화의 충톨현상을 헤결하여능 과정에서 지문화의
정체성을 규정히고

도 히디

쩔@쌓은

미래에

5,4

대한 방향성을 제시히려는 일층의

문화사조이기

시기 이른바 ‘사상문화를 벌이 문제를 해결히려는

S

선‘

을 취하고 증놔문제는 반드시 사상문화의 차원에서 착수하여 해걸을 〕[색해

야 힌다고 주장하는 신전통주의가 바로 현매산유희이랴 볼라는 둔화보수주의

사조라고 보았다 16) 현대신유학의 탄생은 이러힌 섬에시 시양증심주의작 역
사문회꽉에 입각한 신문회운동에 대쉽하는 보수적 반응음 보이면시도 또 신

문화운통과 시대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16)

Þ: iffξ

1 iì十年*며9'國~-&용"

,

옳陽

영웅’i< f)(휴出版Jtrf:， 19~ ，).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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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명의 현대선유학사상이 신문화운동의 기수인 진톡수 등의 영향올 받아
형성된 것인은 의심할 여지기

없디

“정치의 개혁은 지엽적인 일이며， 더욱

F본적인 문세기 배후에 있디고 히는 더욱 앞선 깨달음을 얻을 수 았디
약 보다 더 까본적인 데시 시직하지 않 Cι언 여러

가지

실전적

만

행위가 R두

쓸π 없어지며‘ ÿ_든 λ1 양문화 또힌 빔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려한 깨달음이
언제 생겼는지 분병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신정년의 친독수 선생 둥의

성도 분명힌 것은

영향이마 "17) 그러나 양수명은 서회파와 문제의

연석유 공유했지만 해견방안에서는 은본적인 차이를 F 러낸다

양자는 모두

통서문회의 이진성을 얀정하고 서구문회를 수용해야 한마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마나 서화파기

통서문화의

이질성을 통일한 [1 션상의

속도의

치이‘ 즉 고금의 문제로 피악히고 발달된 은미문화로써 낙후되 고미문화를
디)처1 해야 한디고 주장한 데

비히L 양수맹은 동서문화의

이질성을 근본적인

노선상의 차이로 보고 유희의 새긴을 기초로 시구문화를 흡수하는 길을 택하

였마
여 시에는 만정 이래 제기된 시양문화에 대힌 연식， 그와 관련힌 전통문화

에 대한 펑샤， 그리고 션제 시양문회의 수 용에 있어 양자의 관세를 어떻게
파악 , 지라암 것인가에 대한 방볍론 퉁의 문제에서 근대 중국인이 거친 사상

적 변천과정과 빚붕려 있다
양수병유 통서문화의 비교연구에서 무엇보디 문화의 선풍구조， 근본정신을

봐혀야 한디고 주장한디
다는 것이디

그렇지 않고서는 서양문화블 저1 매로 수용할 수 없

동서문화를 올바른 방식으로 정획히게 비교 연구히여 각각의

실치1 와 가치를 읽히는 것이 서양문화의 흡수에 앞서 선행되아야 할 작업이아

는 것이다- 이것은 증국간대사에시 시양문화들 도입하려는 노막이 실패힌 것
에 대힌 반성에 기연힌마

양수명은 사양문회와 동양문회 사이에는 양자들 가르는 뷰전적 ~1
았마고 선병한다

자。1 샤

양수병은 이것을 과학과 기예’로 대비하여 인식하고， 과학

17) 쌓행j동 「東西.J "~~ì용중集ζ1 지11 권， p. 335

116

인운논 종 ^1l 47 집

은 일정의 망법에 의지히여 많은 작은 경힘들과 불완전한 지식틀을 학문으로
성럽시켜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아기는 것으로 여겼디 18) 또한 서양의 과학고}
중국의 기예랴는 치이기 생겨나는 큰본원얀이 예술적 정신과 과학적 정신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동시문화가 각기 과학과 기에에 의거힌 결과가 바로
현재화와 과거화 혹은 친보와 정치]라고 하며‘ 과혁은 심증원 객과식 법착욕
밤건하고 그것유 축적하여 후대에 천달하는 네 비해， /1 예는 개민이 홀로- 퇴
득한 조예노서 공 91 된 준칙이 없이 사저1 간에 마음으노 :;<1 해지고

또 失傳되

기도 하여 후인이 진얀보마 못한 경우가 있고 현재가 과거보다 못할 수 있음

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양수병유 한마디로 서양분회는 현재회이고 통양문

화는 과거화랴j!_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미한 학문방법의 치이를

j 과학적 방법‘과 ‘현학적 맹법‘아파 부른디

현학적 방법유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전제적으로 보며 외연적 판잘에 의거한 추측 흑유 현상에 대한 전체적

꺼판으로 이해하고， 과혁적 방법은 조사와 실힘을 통해 현성을 변화시처 불
석객 q로 파악하는 것 q보 여겼다
양수명은 증국과 시양에 이려힌 차이가 생겨냐게 펀 듀본원인이 ‘자아’ 혹

은 ‘개인 관넙의 유무에 았다고 본다 양수명이] 의하면 과거 전통사회에시 중
국민은 자아관념이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인은 자신을 독립적 91 격체

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개생의 선장‘이 표현된 서양사회는 사회에 대한 도
다을 중시히며‘ 이것이 파학과 민추 정신의 뿌이기 띈다」 생각히였다

양수병욕 나아기 동서문화의 이질성이 발생히거1 되는 큰본원안을 x化三路

向설로 설벙한다

문화적 치이는 순전히 수상적인 양식의 문셰이지만‘ 생활에

서는 문세해걸방법의 차。1 바고 여김다

양수병에 의하연 인류가 문제를 해걸

하는 방삭에는 세 가지가 있고 인듀의 생활은 그 세 방향에시 벗어나지 않
는다고 힌다 첫째， 생활 본래의 방향으로 욕망하는 것을 애써 취득하려고 하

는 방식이다 둘째， 문제에 부딪치면 문제들 해꺼하려 하지 않고， 그 처지에
서 자기만족음 추구하는 방법이다‘ 셋째， 문제에 부딪지번 문제 혹은 요구를

1~) 쌓행j동 「東西.J "~~ì용중集ζ1 지11 권，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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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취소한다.

이 세 방법 혹은 방향이 생활의 ‘三路向’이며 생활의 큰본은 의욕에 있고，
문화는 생활의 방법에 불과할 따름이디. 문화기 디른 것은 의욕과 추구방향

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수명이 본 중국문화의 근본정신이 서양문화와
다른 것은 중국인의 ‘조화와 중용에 의거한 욕구의 추구’라는 경향성에 있다.
결국 양수명은 서화파가 동서문화의 이질성을 동일한 노선상의 속도의 차이，

즉 고금의 문제로 파악하고 발달된 큰대문화로써 낙후된 고대문화를 대체해
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만약 서양문화와 접촉하지 않고 중국이 완전
히 폐쇄되어 외부와 소통하지 않았다면， 다시 삼백년， 오백년 혹은 천년이 지
나도 결코 과학적 방법과 민주의 정신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19)한

다. 이러한 文化三路向설에 의하면， 동서문화는 큰본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
방이

타방에

비해 낙후되 었다거나 진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동서문화가

근대에 명암이 갈린 이유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부합여부 때문인 것이다.

3. 양수명의 유학사상
양수병의 文化三路向섣에

따르면 문화는 욕망하는 것음 애써

취득하려는

방식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문제 혹은 요구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따라서
양수명은 연류의 역사는 물질문화에서 도닥문화로 전환할 것이 기 때문에 중
국의 문화가 앞으로는 부흥할 것으로 보았다. 이 런 관점 에서 양수명은 그의
철학체계를 서양철학과 불교를 원용하여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3. 1.

生機論적 우주론

양수명은 唯識과 베르그송의 철학을 원용하여 유가 형이상학을 새돕게 정

립하였다. 그는 유가의 형이상학을 서로 대응하는 조화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19) 梁激펼 r 東西」 『梁激j흥全集~， 제 l 권， pp. 3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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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의 형이상학은 唯識을 원용하여 베르그송의 지속 (duralion) 을 재해석한 牛

機論적 우주는으로 연걸되고 베브그송의 생벙개념과 태주학피의 철학이 걸합

되이 生의 잔미와 즐거움의 철학으로 전개된다

양수벙。 1 말히는 지속은 불

J1L의 유석혁에시 말하는 찰나의 생멸을 의미하며， 무수히

많은 순간 순간의

감각파 생각의 이어점이 양수명이 생각하는 우주이다 그래시 찰나의 여릿욕

합힌 것이 천제듬 이운다고 보았다

3. 2 직각주의 인식론
생기론적

무추론이 주후 문회론이] 원용되는 데 비하여 직각추의 인식론은

양수명 인생철학의 기걷기 된디

양수명의 인식론은 유식의 二量(現量， lt줄，

非量)을 새해석해서 。1 루이진 것이다
킨다

민저 현링(現量)은 단순한 감각을 기리

그것은 의미가 지각되지 않는 단순한 감각소여로서， 단지 우리에게 주

이진 하나의 영상에 불과하다 인시의 성립은 우선 감각 즉 현량에 의지힌다
그러나 현량의 직용만으보 인식이 생입하는 것은 아니다

각되지 않는 던순힌 감각이시 [니1 문이다

현량은 의 υ1 가 지

현량음 자료로 삼아 의미들 지니는

개넙을 구성하논 ~1 식작 용이 비량{J:t量)이다 양수맹은 비량이 오늘날 딴하논

理智라고 한다 비량은 각총 감각에서 공통정흘 종합하고 차이점음 구병해서

정확하고 병료한 개념음 구생한다 그러나 비량(tt量)의 인식대상은 핵량지럽
대상파의 관련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랴에게 하나의 영상으로
주이진 獨影境이고， 그 인식내용유 共얘이디
지 않고 見分’과 함께 생겨난디

그이나 그 영상은 質을 동반히

객관적 사물에 의지해서 變 ψ 히는 것이 아니

랴， 내 마음에서 생겨난 私的인 것이다

인석이 現量과 lt量 C즈로

구성뇌지만，

딘지 현량과 비량에만 의지해사는 인석이 이누어질 수 없고 현량의 김각。L보

부터 비량의 추싱삭얀 개넙에 이르는 증간에 다른 직용이 았어야 하는 네 이
것이 직각이다

애냐하면 현량은 단순힌 김각이어시 C영상만음 얻음 수 였음

뿐이므로， lt量이 이것을 가지고는 종합과 간밴의 작용음 해멜 수 없기 때문
이마 양수명은 직킥이 인식하는 것， 즉 직각의 인식대상음 ‘m質t똥이라 부른

다

대침경은 影。1 았지만 영이 칠파 엘지혀지 않능 것이다

예를 들먼 우버

헌대신유학의 생휘파 그 의의

기 히나의

소랴를 들을 때 직각으로 그 þJ!p木를 인식한다

없는 소랴 지체기 質이고， 요미는 影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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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 귀기 틀을 수

양수냉에 의히년 직각이 꺼판에 본

래 없딘 것을 덧붙인디는 접에서 바맹(非量)이파고 부른디

현링은 質에 대해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比量도 감각에 대해 종합과 간벨의 직용을 하지만 덧

불이거나 빼지 않고 추성식 의미들 획득해 댄다 그러냐 λ171은 그 심짐에
벗대보 덧붙이므로

그 복생성 주관적이랴는 것이다 20)

행량(現量)， 비량(比量)， 비량(非量) 이러한 구분은 서구 합리론 천학의 입반
적 구분인 감성， 오성， 이성과 유사하다고 쌀 수 였다‘

3.3

유학개넘들의 재해석

양수병욕 상술한 직각주의 인식온을 바탕으로 조화의 형이상학에서 도출뇌

는 생활태도를 연계시킨디

조화의

형이상학에서 도출뇌는 생활에도는 기、ii

)Ë의 태도아다 ‘5diE 과 ‘+짧Æ'’은 양수L생의 용이로 ‘짧定’이란 이띤 원랴을
실대직으로 옳다고 믿으며 그것에 접적하거나 고수하는 애도들 말힌다

어떤

도리들 잦아 그것에 의거하여 가능하고 계산하는 것이 바호 1 認定’이다 ‘인정’
의 내도들 버려고 변회에 김용하여 저선호 가장 옳고 다당한 길호 나아감 수

았는 앓과 능릭이 맹자가 만하는 良知 또는 良能이며， 01 것이 바도 직각이라
고 양수명은 말한다21) 그는 또 옳음과 선함음 추구하는 뷰능 혹은 직각은
사람마디 디 갖 il 있는 보편적안 것이라」 한디
양수병유 직각을 본놓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히며，

‘L'ol 바로 本能， 情

感， 直뿔이아고 주장한디 22'1 그기 본능。1 바는 용이를 사용히는 데에는 인간

행위의 원동럭에 대힌 인삭이 작용하고 있고‘ 그 인신은 서구사상의 자의적
해석파 인결되어 았다 양수탱은 본능음 얀간행위의 추동릭의 끼원으로 。1 해

하고 본능의 그러힌 측면을 유학에시 게시하는 윤리도녁의 내식 까거로 삼고

20) 좋重奇쌓찍r.i:윷의 現↑t新U펌헬"

서울대학교 칠학박샤 학위논윤 2000 년 2 원

10;-114
21) ~i!t~m， ，東西 J "~얘~ì찢全集 ‘ 제 1 권， p. 4인
22) 쌓행j동 「東西.J "~~ì용중集ζ1 제 1 권，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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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히였다

이 때문에 그능 본능을 본성과 동일시허뇨 도믹생의 근거이지 도

덕행위의 내적 원동력으로 이해히게 된 것이디

양수병은 기、:e定‘의 태도를 농지의 중요한 특새 기운데 히나아고 강조히고，
고정된 원리를 수 f 하여 그것에 의지하려는 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년의

평헝상태(中)릎 싱심하고 외면에

기윤재 힌다고 비판힌다

양수명에

의하면

1不認定‘의 래도는 사각에 의힌 생활태도이고， 그 시각은 "~보 ‘仁’이다 시각
은 사람에게 복래 있논 것이고 습관에 오염되지 않으면 원래 매 우 예민한네，

이 예민한 직각을 공자는 ↑二 이라고 부른마고 한마 그래서 양수멍에게 았어
서 모E 악의 근원유 직각의 마비에서 비롯되며 다른 원인유 없다겐 그래서

편안혀여 느끼지 못히능 것은 ‘정감이 박히고 직각이 둔한’ 것이.:Jl， 불안유
“정감이 두텀고 직각이 예넨한” 것이디

든 악의 근원이 되디

직각의 둔화애 즉 정강의 박약화는 모

따아서 유기 먹목의 핵심인 L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

낸한 직각을 산지하고 풍부힌 정감을 깨양해야 힌다는 결논에 이르거1 된다
이 섬에시 양수명의 현대신유희을 정강의 철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양수명은 양t생핵‘ 그 증에시도 래주희파에 의해 계승되어온 공자사싱
의 베이생주의적인 즉변을 이어 받아 정김의 의미들 재해석하고 았는 것이다

양수명쓴 또 공자익 이해타산하지 않는 태도， 즉

‘不認定의 대도를

전대

적 증거움’과 연견하여 이해한다 공자는 어떤 전대적인 원라를 추구하여 그
것에 얽매이지 않음으로， 상대적인 즐거웅이 아닌 지득적인 증서움을 즐길
수 있디고 여긴디

따내서 양수녕의 해석에 따아

• _:ol 정감。 1 내연， 유학에서

예악의 강조는 정감을 배양히고 실전히는 양식으로 중요시되는 것이 당연히1
진다 양수영이 에악을 증시하는 데에는 정 감이 인간행위를 지매하는 걸정적
얀 요소라는 비이성주의적인 얀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균연 우

리 내연의 생명과 관련 있는 것은 김각과 실합된 사각
으로 우리 내면의 생명과 외부까 소몽하는 것은 오직

해서이다

23) 앙써써

--W: v니

，잉싸j서츠〉앙'"

제 1견

p. 452

이지와 결합된 시각
직각이라는 성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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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천론과 민주의 거부

문회론과 유학사상은 향촌건셜론이라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그가 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써 생긴 가치체계
를 기초로 구상된 이상사회의 청사진이다. 향촌건설론은 사회문화의 측면에
서 중국과 서양이 서로 다른 문화적 경향음 가지고 았기 때문에 건설되는 이
상사회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양수명의 문화론에서 중

국과 서양의 이질성은 서로 다른 경향(向路)로 설명되어지며， 현상적으로 나
타난 사회 문화적 차이는 결국 과학파 민주의 존재 여부로 귀결된다.

향촌건셜론의 제기는 큰대 서구의 민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
다. 양수명은 초기에 중국적 정신파 인생태도가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
지만， 과학과 민주의 보편적 가치를 연정하고 그것의 전반적얀 수용을 주장

한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이후 민주에 대한 수용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다.
그것은 인권과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큰대 서구의 민주제도가 중국 고유의
문화와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중국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양수명은 서양문화는 민주와 과학의 두 특징으로 귀결될 수 있고， 서양문
화의 특징은 모두 거기서 나오며， 그 특정은 “욕구의 전진적인 추구를 근본정

신으로 하는” 문화삼로향설의 첫 번째 문화적 방법론에 의거한다고 여겼다.
서 양문화와는 달리 중국문화는 “조화와 중용을 통한 욕구의 추구를 근본정신

으로 하는” 두 번째의 문화적 방법론에 의거한다. 중국인은 그래서 밖에서 구
하지 않고 내면에서 구하며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
며 사람과 외물， 사람파 사람 및 자신의 보편적 화해를 추구한다. 따라서 중
국은 서 양과 같은 민주와 과학을 낳지 않았다고 여 긴다.
양수명은 중국에 큰대 서구의 민주제도가 건립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대다수 중국인들이 그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둘째， 중국의 물질적 조건파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이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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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연 원언은 민주제도가 중국인의 고유한 정신파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수명은 중국의 민족정신이 서양의 민주제도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코 중국문화기

서양문화보디

낙후히였음을 의미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문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은 그의 文化三路向설에 큰거한 것으로 서양의 정치제도 혹은 습관이 중국문
화가 산출해낸 비교적 높은 정신에 비해 조야하고 천박하기 때문으로 인식하
였다.

양수병은 사회， 경제， 정치의 측면에서 정감의 철학에 입각하여 중국전통사
회를 해명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윤리본위는 인간사회의 각종 관계에서 가정

이 큰간이 됨을 중시한다. 사회질서 유지 또한 정감에 의한 예속에 기울어
았으며， 예속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법률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윤리본위는 일종의 재산공유 형태로 나타나는데 부

부와 부자， 나아가 祖孫과 형제 등도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측면
에서는 전체 정치조직이 윤리적 관계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정치의 목적도
윤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맞춰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여긴다. 양수명은

향촌건설운동을 통해 그가 유학을 재해석함으로써 얻은 이상적 사회상의 구
체적 실현을 모색했다고 할 수 았다. 또 그것은 한마디로 동서문화의 조화로
운 융합음 통한 새로운 사회조직구조의 건섣， 새로운 예속의 개밤과 배양이

었으며， 현대판 향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동서문화에 대한 양수병 논리의 입지는 객관적 관찰에
근거한 파악이라기보다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 규정해 놓은 자의적인 측면

이 강하다. 이러한 접에서 그의 현대신유학은 자신이 규정해 놓은 바에 따라
장접을 취하고 단점을 메우는 식의 유학의 서구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수명의 현대신유학은 서세동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중체

서용론이 지니는 한계를 자각하고 서구문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큰본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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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하였다는 점에서 서화파와 차이가 없다. 양자는
서구문명의 뿌리로서 문화문제에 주목하고 동서문화의 큰본적인 이질성에 주
목히였디는 점에서 연식을 같이히며， 이 접에서 양수명은 당시의 완고한 보

수파보다는 오히려 서화파에 더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양수명은 동서문화의 특수성은 동서문화가 추구하는 큰본방향이 다르기 때
문에 낙후와 진보를 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공시적 측면에서 문화의

민족성을 중시하는 문화다원론이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화의 입장에
서 양수명의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많은 설마라를 제공한
다. 나아가 양수명이

문화문제에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향촌건설운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동서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사
회의 화두임에는 틀림이 없다. 큰대를 통해 전통의 단절을 겪은 우리에게 양
수병이 제기하는 문제해결 방식과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견다.

생명의 위기와 과학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커지는 오늘날 현대
신유학의 전통에 대한 재연식은 조화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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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妙、錄》

現代新f뽑學的成立及其意義
- 以깡굉*찌북思想鳥王 -

朴洛圭·金伯며

本篇文章從 19世紀 ‘西勢東漸’ 的危機意識與接受西方文明的角度來， 昭究

“現代新f需學的成立” 及其演變.
在序듬， 簡述梁漸펼提出現代新f需學思想以前的社會文化發展過程， 郞從碼片
戰爭到洋務運動到5 .4新文化運動的變化過程

在本論分薦三個部分開展分析

-、 現代新f需學的創始 A梁漸j흥思想的文化論

成立背景， 영n分析梁漸j흥的思想轉變和其思想的成立背景及時代背景， 包括科玄
論爭。 在分析梁激演的思想、轉變當中 , 注重子梁激j흥的功利的 A生觀到佛敎A生

觀至매需敎A生觀的環節， ‘苦’

的世界觀到 ‘樂’ 的世界觀的轉變， 又說明梁激떻

的 “文化三路向” 說 ; 二、 梁漸j흥的↑需學思想， 영n 基子 “文化三路向” 說的生機
論的宇숨論， 直覺主義認識論及梁漸펼所解釋的↑需學的重要懶念

; 三、 梁漸i흥的

社會實錢論， 郞椰村建設論。椰村建設論是梁漸펼所想的未來社會藍圖， 原本是
梁懶평現代新↑需學的立論點， 在此加以分析東西文化區別之淵源.

在結論， 作者給梁漸i흥現代新f需學做了些評%及現代意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