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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홍 철학의 형성과정 연구

－경성제국대학 입학 이전을 중심으로－

고 성 애

【주제분류】한국현대철학

【주요어】박종홍, 최남선, 다카야마 쵸규, 니시다 기타로, 다카하시 도루

【요약문】박종홍 철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의 철학사상에만 관심을 가졌

지 그러한 철학사상의 형성과정과 배경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박종

홍 철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전

에 형성된 어떤 문제의식이 그를 ‘철학함’으로 이끌어주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박
종홍이 철학함의 출발점에서 고민하 던 문제는 “우리”와 “민족”이었고 고민을 해

결하고자 읽었던 것이 최남선이 간행한 책이었다.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우

리 민족”의 특색을 밝혀보고자 시도하 고 다카야마 쵸규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조

선 미술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다. 하지만 결국 한계를 느끼고 중단되었지만 다

시 니시다 기타로의 철학사상을 접하면서 박종홍은 생에 대한 고민과 미적 감정에 

대하여 철학적인 고찰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심미적 감정이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고 한다. 또한 박종홍은 교직에 종사하면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교육사상 중의 근본정신을 살리고자 고민하면서 퇴계의 경(敬) 
사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 유학에 대한 연구에서 자극을 

받은 지식인들이 점차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 던 당시의 시대적⋅학문적 상황과 

떨어져서는 논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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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박종홍(朴鍾鴻, 洌巖, 1903∼1976)은 서양철학 수용의 제1세대에 속하

는 사람이다.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민족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대한민국의 성립과 건설을 위하여 이바지한 그의 삶에는 철학자로서 민족

문제와 시대적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다. 동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글들을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 고 여러 방면에 걸쳐 활

발한 활동으로 다양한 흔적들을 남겼던 그는 그야말로 “20세기의 한국이 

낳은 큰 교육자요, 큰 철학자”1)로서 손색이 없다.
박종홍은 3⋅1운동을 겪으면서 “우리”와 “민족”을 고민하기 시작하

고 끊임없는 독서를 통하여 전통 문화와 미학,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서양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민

족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한국철학을 연구하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양철

학의 수용에 대한 연구차원에서든 한국 현대철학의 전개에 대한 이해차원

에서든 박종홍의 철학사상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홍 철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철학사상에

만 관심을 가졌지 그러한 철학사상의 형성과정과 그 배경에 대하여 자세하

게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서양철학 수용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박

종홍의 초기사상의 형성과정을 추적한 연구2)에서는 몇 가지 추론을 내세

우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명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박종홍 철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경성

제국대학에 입학(1929년 4월)하기 전에 형성된 어떤 문제의식이 그를 ‘철
학함’으로 이끌어주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 부분의 연구가 우선 이루어져

야만 박종홍 철학의 형성과정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수 있고 다시 한국철학

1) 박종홍전집(이하 전집이라 약칭함) 1권, 간행사. (박종홍전집 초판 7권은 1982년에 

형설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이 글에서는 민음사에서 1998년에 나온 증보판을 참고로 하

다.)
2) 김재현, ｢열암 박종홍의 철학사상 연구(1)｣, 인문논총 제11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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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설명될 수 있으며 지식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

란 역시 해명될 것이다.
박종홍은 1920년에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의 교유(敎

諭)로 있으면서 미술사, 미학 및 퇴계의 교육사상에 관한 세 편의 글을 차례

차례 쓰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 세 편의 글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최남선

(崔南善, 六堂, 1890∼1957), 다카야마 쵸규(高山樗牛, 1871∼1902), 니시

다 기타로(西田幾多郞, 1870∼1945),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
1967)이 각각 그의 철학의 형성에 어떤 향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규

명하고자 한다.

Ⅱ. “우리”와 “민족”－최남선의 민족주의

박종홍이 태어나던 이듬해인 1904년부터 진행된 러일전쟁의 승리를 바

탕으로 일본은 세계열강의 반열에 합류하면서 을사보호조약(1905)으로 조

선을 보호국으로 전락시켰고 1910년에는 합방이라는 미명하에 한반도 전

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면서 잔혹한 식민지통치를 시작하 다. 이러한 식

민지 통치에 반발하여 한민족이 모두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짖은 사상 최대

의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다.
3⋅1운동이 목표로 하 던 것은 바로 일제의 침략을 몰아내고 조선의 독

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겪으면서 저항의 주체로서 

민중의 모습이 확립되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싸워야 할 시대적 사명

이 부여되었다. 조선인들은 3⋅1운동을 계기로 ‘민족’ 혹은 ‘민족감정’을 

발견하 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박종

홍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고등 보통학교 상급반 학생으로서 박종홍은 만세를 불러 일본 경찰에 끌

려가 한동안 수감생활을 하 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왜 경을 쳐야 하

나? 무슨 못할 일을 하 다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로서 독립하겠다는 것이 

왜 잘못인가?”라는 생각에 잠겼고 옆 감방의 친구가 고문을 당하여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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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콧물인지 얼굴 전면에 번질번질 매닥질이 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절뚝

거리는 모양”을 목격하고는 치가 떨렸다. “우리, 우리 민족! 우리는 민족이

다.” 비로소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와 “민족”이 안타

깝게도 절실하게 알고 싶어졌다.3) 
‘민족’이라는 단어는 1910년을 전후하여 도일 유학생들의 글에 등장하

는데 주로 친족에 대응하는 말로 쓰 다. 조선인들의 강한 친족 관념을 확

대하여 민족 관념을 만듦으로써 대한제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 던 것이

다. 이어서 ‘민족’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두 개국시조 

단군(檀君)의 후손들이라고 한다.4) 이는 단군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확고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었다.
최남선은 1904년과 1906년에 선후하여 두 차례 일본에 유학하면서 문학

과 역사에 관심을 가졌고 보기 드물게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민족의 형성에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귀국하여 ‘전통’을 복원하고

자5) 1911년에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를 조직하 고 해동역사(海東繹史), 
동국통감(東國通鑑)등의 역사와 지리서 중심의 35종 59책을 출간하

다.6)

결국 “일본 놈 만드느라고 시키는 것 같”은 학교 공부를 제쳐놓고 역사

에 관한 과외독서에 열중하 던 박종홍은 해동역사(海東繹史), 삼국사

기(三國史記)등을 탐독하 다. 박종홍은 알 수 없는 대목이 많았지만 반드

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 다. 특히 최남선이 번역한 스마일즈(Samuel 
Smiles, 1812∼1904)의 자조론(自助論)7)에 있는 역자의 해설 겸 소감 같

3) 이상의 인용은 전집 6권, ｢나와 우리｣, 318-319쪽.
4)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小花, 2010, 78-84쪽.
5) 오 섭은 조선광문회가 일본 측의 조선 고전 복간사업에 대항하여 전통의 복원을 통

한 민족주의의 정립을 모색하 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그의 ｢조선광문회 연구

｣ (한국사학사학보 3, 2001)를 참조.
6) 류시현, 최남선 연구(역사비평사, 2009), 제1부 제1장 참조.
7) 스마일즈의 자조(Self-Help)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100

명이 넘는 위인들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성공은 자기 자신을 스

스로 도우려는 정신 즉 자조에 달려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최남선은 나카무라 마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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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명문인지라 어린 마음을 감분시키는 바가 많았다고 회상하고 있

다.8) 
실제로 최남선은 스마일즈의 Self-Help를 번역하면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번역의 방향과 책의 가치 및 ‘자조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

하 다. 최남선은 ‘문명인만이 예와 권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당

대의 현실세계이고 ‘예술은 바로 그 문명의 정화’라고 하면서 조선의 예술

적 전통이야말로 조선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서양의 다

른 나라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하 다. 이것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매 개인의 ‘자조’라는 것이었

다.9) 이는 민족에 대한 막연한 의문으로 사로잡혀있던 어린 박종홍의 마음

을 감분시키기에 충분하 을 것이고 훗날 민족의 특성을 밝히고자 미술사 

연구를 하게 되는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종홍은 3⋅1운동의 충격으로 식민지 현실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

면서 최남선이 간행한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읽었고 그 속에서 “우리”와 

“우리 민족”에 대하여 해답을 찾기를 희망하 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정열 하나로만 되는 것도 아님을 깨닫

게 되었”으며 깊이 알려고 할수록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10)

박종홍이 1910년대 ‘2인 문단시대’를 이끌었던 최남선의 견해와 주장을 

어느 정도로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남선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을 찾아가려는 노력으로부터 향을 받아 “우

리 민족”을 고민하 던 박종홍이 점차 철학함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됨은 

확실하다. 이러한 향은 박종홍의 조선미술사에 관한 글에서도 확인할 수 

오(中村正直)의 서국입지편(西國立志編)(1871년 초판, 1877년 개정판)과 아제가미 

켄조(畔上賢造)의 자조론(自助論)(1906) 즉 어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저

본으로 하여 다시 “국한문 혼용의 조선어”로 중역(重譯)한 것이다(김남이, 하상복, ｢최

남선의 자조론(自助論) 번역과 重譯된 ‘자조’의 의미｣, 어문연구 65집, 2010, 239
쪽 참조).

8) 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2쪽. 
9) 김남이, 하상복, ｢최남선의 자조론(自助論) 번역과 重譯된 ‘자조’의 의미｣, 어문연

구 65집, 2010, 263쪽 참조.
10) 전집 6권, ｢나와 우리｣,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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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아래에 자세하게 살펴본다.

박종홍은 미술사 서술에서 “스스로 審美的 天性을 稟傳하며 美術的 技巧

를 本有하야 創造에 特長한 民族”이라고 자칭한다고 시작하면서 “基督敎

的 感化”와 “아리안 民族의 强大燦爛한 文化”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 

유럽의 미술이고 동양미술은 “佛陀의 敎化”와 “一脈의 靈氣”가 서로 통하

여 인도에서 발생하 고 북으로 중앙아시아, 동으로 중국에 蔓延하여 “槿

花半島의 靈活한 美術的 才源에 具收含蓄”되었기에 그 精華로 이루어진 조

선미술이 “東西兩洋의 美術을 對比함에 適合”한 것이고 고려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世界美術史上 首位”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11)

이러한 논의는 한반도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한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위기의 공간이면서 또한 문

명의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최남선은 최

초의 한국사논설인 ｢해상대한사(海上大韓史)｣에서 “문화의 대부분은 반도

에서 일어났고 또 문화의 전도와 조화와 집대성과 개척은 모두 반도의 천직

(天職)”12)이라고 하면서 한반도가 대륙에서 모아진 문화의 총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 다. 
“우리”와 “민족”에 대한 고민은 박종홍에게 있어서 철학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해결이 요구되는 나의 과제” 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

의 길을 틀 수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을 철학자의 과제로 설정하 던 그는 

현실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이 독립된 새로운 삶을 “나대로 추구”
하고자 시도하면서 철학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13) 박종홍의 ‘철학함’의 

출발점에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발견하도록 제시해준 사람이 바

로 최남선이었다.

11) 전집 1권, ｢조선미술의 사적 고찰｣, 3-12쪽.
12) 최남선, ｢해상대한사｣(10), 소년 2년 10호. ｢해상대한사｣는 1909년부터 1910년까

지 소년에 총 1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13) 전집 6권, ｢철학자의 과제｣, 88-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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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학과 미술사－다카야마 쵸규의 낭만주의

박종홍은 역사에 관한 독서를 하면서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실 하

나라도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뻤고 차츰 전체를 일관하는 민족적인 특색

이 알고 싶어졌다. 독립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과 다른 무언가14)를 알아야 

될 것 같았는데 무엇인지 맥맥히 흐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이

렇다 할 수가 없어서 조바심을 냈다. 그러다가 고등보통학교 시절에 친구한

테 빌려 잠깐 읽었던 다카야마 쵸규의 미학 및 미술사(美學及美術史)15)

라는 책을 다시 문자 그대로 탐독하면서 특히 미술사 부분은 하나도 빼지 

않고 독파하 다.16)

박종홍은 다카야마가 쓴 근세미학사(近世美學史)17) 등 저작들을 읽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18)이 쓴 미학이나 미술사도 닥치는 대로 읽었으며 사정

이 허용하는 한 고적을 답사하면서19) 조선의 미술사를 쓰기 위한 준비과정

을 마친다. 개벽이라는 잡지에 ｢조선미술사미정고(朝鮮美術史未定稿)｣
라는 제목으로 1922년 4월호에서부터 12회에 걸쳐 만 1년 동안 연재하게 

된다.20) 그렇다면 다카야마로부터 어떤 향을 받게 되었는지 아래에 살펴

14) 다른 민족과 다른 특성을 밝히려면 정신적인 특색이나 장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사상사 

같은 것을 쓸 수 있으면 좋으련만 추상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호소력이 짙은 음악

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지라 미술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박종홍은 미술 역시 잘 알

지는 못하지만 창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보면 미술사를 쓸 만한 눈은 

생길 것만 같았다고 한다. (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5-266쪽 

참조.)
15) 高山樗牛, 樗牛全集 1권, 博文館, 1906.
16) 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4-265쪽.
17) 근세미학사라는 단행본은 다카야마 쵸규의 저서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18) 그 중에서 에트바르트 하르트만의 미학사상에 가장 흥미를 느꼈고 그의 무의식의 철

학에 심취하 다고 나와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하르트만 카를 로베르트 에두아르트 

폰(Hartmann, Karl Robert Eduard Von, 1842∼1906)로 추정된다. 그의 “Philosophie 
Des Unbewußten”은 메이지시기에 미학 분야에 커다란 향력을 끼쳤다.

19) 나라의 법륭사에도 두 차례 다녀왔고 서울이나 경주의 박물관에는 자주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6쪽).
20) 박종홍의 조선미술사 연구가 개벽에 실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일제의 문화통치 

실행과 관련이 있다. 일제는 3⋅1운동 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 고 문화

통치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로 민간 신문과 잡지의 발간을 허용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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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다카야마는 1894년에 다키구치 뉴도(瀧口入道)로 요미우리신문의 현

상공모에 당선되었고 낭만주의 문학의 기수로 문필활동을 전개하 으며 

센다이(仙台) 제2고교시절에는 도덕적 이상주의의 논저를 대량으로 저술

하 다.21) 이러한 저작들은 당시의 재일 유학생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인 

향을 주었고 그들에 의해 1910년대 중반부터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하 다.
학지광으로 대표되는 최초의 일본자비유학생그룹의 적극적인 활약으

로 조선의 ‘문학’⋅‘예술’⋅‘미’에 대한 인식에는 다카야마를 비롯한 일본 

예술론의 향을 받은 심미주의적 예술지상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문
학, 예술에 대한 선구자적 의식과 이전 시대의 문학행위들을 가치론적으로 

배제하는 이러한 태도는 근대 문학사에서 ‘신성화된 기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22)

192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추상적인 인생과 구체적인 현실, 사회를 결합

시키는 ‘생활’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예술에서 ‘생
명’과 ‘인생’을 구하고자 하던 데로부터 점차 ‘생활’과 ‘현실’로 변하면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예술 혹은 문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탐

색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명’과 ‘인생’이라는 낭만주의적 자질과 ‘생활’과 

‘현실’이라는 사실주의적 자질이 동시에 뒤섞인 형태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23)

이러한 양상은 박종홍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박종홍 역시 식민지 통치

21) 다카야마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니체의 근대 인류문명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격렬한 

저항의식에 매료되어 여과 없이 소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는 ｢문명비평가로서의 

문학자｣ (문예평론, 평범사, 쇼와 3년판, 379쪽)에서 니체를 삶 속에서 자신의 의지

를 구현한 실천가라고 하면서 삶보다 더 진정한 것은 없고 이것이야말로 변함없는 사

실이고 진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박종홍에게 많은 향을 주었다. 박종홍은 “우

리는 모름지기 현대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말을 보고 큰 감명을 얻었고 후

에 니체와 관련 있는 사상임을 알았다고 한다. (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4쪽.)
22) 차혜 , ｢1920년대 초기 동인지 문단형성과정｣, 1920년대 문학의 재인식, 상허학회, 

깊은샘, 2001, 117-119쪽 참조.
23) 김명인, ｢한국 근대 문학개념의 형성과정: ‘비애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총

서 16집, 2005, 148-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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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 대하여서 치열하게 고민하 던 사람으로서 그

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의 독립이 절실하 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 다. 그는 하나로 통일되는 민족의 특성을 찾고자 조

선미술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다카야마의 미술사와의 연관 속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다카야마의 미학 및 미술사24)는 ｢미학 상의 연구(美學上の硏究)｣와 ｢일

본미술사미정고(日本美術史未定稿)｣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일본미

술사미정고｣가 주로 미술사부분인데 박종홍은 이 부분을 독파하 고 나머

지 부분도 문자 그대로 탐독하면서 미술사를 쓸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에는 ｢조선미술사미정고(朝鮮美術史未定稿)｣를 집필하 다.
｢일본미술사미정고｣에서 다카야마는 우선 총론부분에서 일본 미술의 

특색에 대하여 역사상, 기교상, 미술의 이상(理想)에 관한 특색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격적인 서술에 들어가서 나라조(奈良朝) 이전, 덴표(天平)시
대,25) 헤이안조(平安朝)시대로 나누어 조각, 회화, 건축 등 면에서 자세하

게 살펴보고 있다. 
나라 이전의 상대(上代)나 스이고기(推古期)에서부터 호류지(法隆寺)나 야쿠

시지(藥師寺) 등의 건축과 불상에 대한 서술이 많고 불교가 흥성하 던 나

라 시기에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이어지는 헤이안조 시대의 전기와 후기에

서도 불교미술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미학 상의 연구(美學上の硏究)｣
부분에 있는 ｢종교와 미술(宗敎と美術)｣26)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와 미술｣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카야마는 종교와 미술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유럽에서 기독교의 발전이 미술에 중요한 향

을 주었듯이 일본에서는 불교의 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고 쓰고 있다. 이
어서 그는 불상(佛像)이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온 게이타이(繼體) 16년(524
년)으로부터 도쿠가와(德川)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미술

에 준 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4) 高山樗牛, 樗牛全集 1권, 博文館, 1906.
25) 덴표시대는 나라조(奈良朝) 시대를 가리킨다.
26) 이 글은 메이지 29년(1896년) 7, 8월에 世界之日本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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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홍 역시 조선 미술사를 서술하면서 우선 총론부분에서 조선미술사

의 윤곽인 세계미술사상의 위치를 살펴보고 조선미술의 특색과 형성원인

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조선미술을 크게 상고시대와 삼국시대의 두 부분으

로 분류하고 상고시대를 다시 상대(上代), 삼한기(三韓期), 낙랑기(樂浪期)
로 나누고, 삼국시대를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시기로 나누어 건축, 조각, 
회화 등 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 글도 전반적으로 보면 불교 미술사 중심이고 도교미술이나 유교미술

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는 평가27)를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박종홍이 

참조로 하 던 다카야마의 일본 미술사가 바로 불교미술사 중심의 글이었

다. 또한 박종홍이 다카야마의 미술사를 읽으면서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일본 미술의 조종이 바로 조선의 미술이라는 것이었다.28)

박종홍은 미술사를 쓰면서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실감하게 된

다. 단순한 연대순의 작품나열이 아니라 미학적인 견지에서 어느 정도의 가

치판단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니 서양의 미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

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결국 그는 조석으로 뒤바뀌는 석굴암의 광선관계

의 오묘함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에 용기를 잃고 조선미술사 서술

을 중단하게 된다.29) 
후에 박종홍은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 1889∼1961)가 그의 조선과 

그의 미술이라는 책에서 석굴암의 광선관계를 상당히 세 하게 고찰한 것

을 보고 그 치 함에 탄복하 다고 한다.30) 야나기는 도쿄대학 철학과 출

27) 김재현, ｢열암 박종홍의 철학사상 연구(1)｣, 인문논총 제11집, 176쪽.
28) 박종홍은 나라의 동대사(東大寺)의 큰 부처를 처음 주조할 때의 총지휘자가 백제의 후

손이었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다고 회상하고 있다. (전집 6권, ｢독서

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5쪽.) 실제로 다카야마의 글에서는 지리불사(止利佛

師)에 대한 서술이 몇 곳에서 발견된다(미학 및 미술사, ｢종교와 미술｣, 85쪽 등등).
29) 이흥우의 ｢한국미술사와 열암 선생｣(스승의 길, 천지, 1998년, 93쪽)에 의하면 박종

홍은 독일인 T. 리프스의 조각에 관한 책을 가지고 불국사에 가서 한 해 여름을 나면서 

연구하 지만 끝내 석굴암 불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자료 수집과 구

상은 조선 시대까지 이르러 있었지만 ｢신라시대의 조각｣(개벽 통권 35호, 연재 12회)
으로 집필을 그치게 되었던 것이다. 조용일의 회억에 근거하면 박종홍은 만약에 당시의 

미술사 작업이 뜻대로 잘 진행되었더라면 국립 박물관장으로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하

다고 한다.(조용일, ｢‘道非身外’를 회상하면서｣, 스승의 길, 천지, 1998, 485쪽) 



박종홍 철학의 형성과정 연구 41
신의 미학자 고 “한국인들이 창조한 미(美)의 세계에 한없는 애정과 존경

을 갖고 있는 사람”31)이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해박한 식견이 남김없

이 드러나 있는 석굴암에 대한 예술적 조명은 어린 박종홍이 탄복하기에는 

충분하 을 것이다.32)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종홍은 다카야마의 저술에 대한 독서를 통하

여 미술사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서술방법 면에서 모방하

고 있다. 다카야마의 심미주의적인 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종홍에

게는 미술사 연구를 통하여 민족의 특성을 밝혀보려는 의도가 더 크게 작용

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끝까지 쓰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조선인 스스로의 힘으로 조선민족의 문화를 알아내려 한 시도와 노력은 높

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33) 박종홍은 미술사를 쓰면서 미학에 대하여 관

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관심은 기초학문에 대한 독서를 통하여 보다 근

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고로 발전하게 된다. 

Ⅳ. 철학과 심미적 감정－니시다 기타로의 초기사상

조선미술사에 대한 서술이 중단되고 다시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박종홍은 심리학과 논리학 연구에 힘쓴다. 철학개론이나 철학

사에 대한 책도 닥치는 대로 읽었고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직

30) 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6-267쪽.
31) 이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1954년에 조선과 예술의 신판을 내면서 쓴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32) 훗날 박종홍은 야나기는 “한국적인 美를 哀傷的인 것으로 본 경향이 있지만 나는 애상

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상에 젖는 그런 태

도를 극복해서 살아나가야 할 요소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할 것”이지만 “한국적

인 美의 특성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서 아직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조선일보, 
1969.10.24.

33) 박종홍의 이러한 연구는 조선미술사에 대한 저술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 고유섭(高
裕燮, 又玄, 1905∼1944)에게 향을 주게 된다. 자세한 논의는 목수현의 ｢한국 고미

술 연구에 나타난 고유섭의 예술관 고찰｣(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5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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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니시다의 책을 나오는 족족 거의 다 탐독하 다. 외국어 원서로는 러셀

의 철학의 제 문제를 어떤 고마운 선생과 함께 1년 가까이 정독을 하 고 

타고르의 생의 현실은 감명 깊게 읽었고 오래도록 신변 가까이에 간직하

던 책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의 미학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찾아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34)

박종홍의 미학에 관한 관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

에 대한 사고로 발전하게 된다. 의식의 통일작용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심미적 감정이 우위를 차지해

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설명을 진행한 것이 바로 ｢심리학적

으로 본 심미적 감정의 우위｣35)라는 글이다. 그렇다면 이 글이 박종홍이 읽

었던 니시다의 책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니시다 기타로는 1931년 이전의 저작에서는 자각(自覺, self-consciousness)의 철

학으로 종교적이며 구원론적인 것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1931∼1932년경

에 발표된 여러 논문들로부터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철학논의로 발전한다.36) 미
학에 관한 박종홍의 이 글이 발표된 시간(1925.11.23)을 감안할 때 아래에 살

펴볼 책들은 모두 자각의 철학단계에서 출판된 것임을 우선 밝혀둠으로써 

글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37) 
니시다의 예술과 도덕은 “의식의 문제에 대한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예술과 도덕의 세계가 성립하는 상호관계를 논한 것”38)이다. 감정과 의지

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거쳐 眞善美의 합일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眞

과 善, 眞과 美, 美와 善 사이의 관계를 논한 것이다. 여기서 박종홍은 이러

34) 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8-270쪽.
35) 이 글은 “사계의 권위자들에게 절찬을 받았다”고 한다. 최재호, ｢사랑에 묻어 쓰는 회

상록｣, 스승의 길, 천지, 1998, 73쪽.
36) 허우성, ｢니시다와 서양철학－시간관을 중심으로｣, 동양학 26집, 1996, 304쪽.
37) 물론 후기의 역사철학이나 정치철학으로부터 향도 받았음이 확실하지만 그 부분은 

경성제대 시절에 서양철학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드러나는 박종홍의 사상과 연관시

켜 자세한 논의는 후속작업으로 남기고자 한다.
38) 西田幾多郞, 藝術と道德의 서문(西田幾多郞全集 第3卷, 岩波書店, 1964, 239쪽) 

참조. 西田幾多郞全集 제3권은 意識の問題와 藝術と道德의 두 부분으로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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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眞善美의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는 理想”이 의식에서 “종국적으

로 統一하는 작용이 무엇인가” 즉 의식의 통일작용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39)

이어서 박종홍은 의식의 통일작용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심리학

적으로 지, 정, 의 중의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근거하여 주의설(主
意說)을 내세우는 학자로 칸트, 피히테, 쇼펜하우어, 분트40) 등을 들고 있

고, 헤르바르트41)가 주지주의(主知主義)를 주장하 지만 실패하 고, 주정

주의(主情主義)로는 티글러42)나 호르비츠43)로 대표되는 감정심리학이 있

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못하 다고 한다.44) 그는 감정심리학의 실패원인이 

바로 감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어렵다는 것인데 감정은 결코 이러한 이유

로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45)

니시다의 자각에 있어서의 직관과 반성46)에서는 순수사유에서 경험

체계에로의 추이를 살피면서 지각적 경험의 체계를 분석하면서 의지의 우

위를 주장하 다. 하지만 박종홍은 분트의 표상과 감정이 혼연 융합되어 의

지과정의 동기가 된다는 말을 근거로 감정, 정서, 의지는 같은 과정의 세 시

기(時期)에 해당하지만 감정이 근본적 요소라고 한다.47)

의식구성의 두 요소인 감각과 감정에 대하여 박종홍은 니시다의 의식의 

문제의 “감각은 표상 자체가 식별적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이런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의 의식”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39) 전집 1권, ｢심리학적으로 본 심미적 감정의 우위｣, 106쪽.
40) 분트(Wundt, Wilhelm Max)는 독일의 심리학자, 생리학자, 철학자이다.
41) 헤르바르트(Herbart, Johann Friedrich, 1776∼1841)는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심리

학자, 교육학자이다.
42) 티글러 해당 인물정보 미상.
43) 호르비츠 해당 인물정보 미상.
44) 이 부분은 박종홍이 이 글을 쓰면서 참고로 하 던 現代에 있어서의 理想主義의 철학

(弘道館, 1919 제4판, 1917 초판)의 향을 받은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주관주의 중에

서 “지식주의(知識主義)”, “의지주의(意志主義)”, “생명주의(生命主義)”와 객관주의

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상주의 철학의 역사적 맥락을 더듬어보고 있다.
45) 전집 1권, ｢심리학적으로 본 심미적 감정의 우위｣, 106-107쪽.
46) 이 책의 원어 제목은 自覺に於ける直觀と反省(岩波書店, 1921)로 “자각에 있어서

의 직관과 반성”이다. 전집 6권의 “자각과 반성에 있어서의 직관”은 오류이다.
47) 전집 1권, ｢심리학적으로 본 심미적 감정의 우위｣,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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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이 주체로서의 자기의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8) 즉 니시다의 말을 

빌려서 니시다의 의지 우위를 반박하고 감정이 우위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박종홍은 선의 연구49)에서 니시다가 의지의 발생을 설명하면서 

의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의 방향, 연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육체적 또

는 정신적인 소인(素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의식상으로는 일종의 충

동적 감정으로 나타나며 의지의 힘이라 할 수 있으며 동기(動機)라고 명명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발생적 견지에서 보아도 감정이 근본적인 요소

임을 재차 증명한다.50)

그는 감정은 여러 가지 작용의 통일에 있어서의 자기의식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감정이란 다름 아닌 모든 의식작용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한

다. 조화롭지 못하고 모순이 심한 것까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다

양하고 활력으로 넘치게 되며 이러한 다양에 있어서의 통일성의 자기의식, 
능동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심미적 감정이라 한다. 이 감정이 인

식도 행위도 모두 포괄하는 통일작용의 자기의식이라는 의미에서 의식의 

통일작용에서 공정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51)

박종홍은 제임스의 “의식의 흐름”이나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역시 

심미적 감정 밖의 것이 아니고 헤겔의 정반합(正反合)에서의 변증론적 발전

도 무한한 통일작용의 형식적 해석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심미적 감

정은 인간성 그 자체가 피 끓는 정열을 가지고 활약한 계기이며 활약하면서 

있는 계기이며 앞으로 활약하려고 긴장하고 있는 계기라고 한다. 이런 점에

서 볼 때 그는 칸트의 미의 단순한 무관심성 주장과 하르트만의 가상감정설

(假象感情說)은 일면적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한다.52) 
박종홍이 보기에 심미적 감정은 “다양의 통일작용에 있어서의 하나의 止

揚된 계기에 대한 자기의식으로서 통일작용을 더욱 더 진전시키는 원동력” 

48) 같은 책, 같은 글, 108쪽.
49) 니시다 기타로의 선의 연구는 1906년부터 1909년까지의 4편의 논문을 모아서 암파

서점에서 다이쇼 10년(1921년)에 출판된 책으로 유일하게 한국어 번역본(최현 역, 삼
신서적, 1972)이 있는 저서이다.

50) 전집 1권, ｢심리학적으로 본 심미적 감정의 우위｣, 109쪽.
51) 같은 책, 같은 글, 110-111쪽.
52) 같은 책, 같은 글,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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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의 의식의 통일작용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53) 심미

적 감정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의식의 보다 큰 통일, 근본적 통일 더 나아가 

고차적 통일을 이끌어내고 이로부터 통일된 민족의식을 도출하고자 시도

하 던 것이다.
그는 “심미적 감정은 무한한 신앙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수 없”

고 “우리는 기성종교의 낡은 질곡에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창조적 생명이 

가득한 美의 종교에 눈뜨고, 청정한 신앙의 세례에 의해서 되살아나야 한

다”고 믿는다고 한다.54) 여기서 심미적 감정으로 민족의 구성원 모두를 이

끌어 하나로 단합시킴으로써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 삶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박종홍의 믿음과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박종홍이 의지보다 감정의 우위를 강조함은 식민지 현실에서 매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함으로써 민족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다. 
이러한 그에게 철저한 관념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지, 
정, 의의 작용이며 마음(心)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는55) 니시다의 선의 

연구는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주객 미분을 떠

나 무의식자(das Unbewußte)라는 세계의 근저를 이루는 창조적⋅지배적 

원리를 내세우는 하르트만의 무의식의 철학이 “더 나을 것같이 생각”되었

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56) 
“민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로서의 인간을 

주목하게 되었고 인간의 의식의 통일작용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대표

적인 것이 심미적 감정임을 철학적으로 밝히려고 시도하 다는 점에서 박

종홍의 이 글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여 서양철학

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박종홍은 니시다의 절대무의 변증법에 대하여 비

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니시다의 책을 읽으면서 철학적인 사색

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실적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하려 시도한 

53) 같은 책, 같은 글, 112쪽.
54) 같은 책, 같은 글, 113쪽.
55) 西田幾多郞, 善の硏究, 岩波書店, 1921, 64쪽.
56) 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69쪽. 보다 자세한 논의는 경성제국대

학 입학이후의 박종홍 철학의 형성과정 연구에서 밝혀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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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Ⅴ. 유학과 교육사상－다카하시의 조선유학 연구

박종홍은 1925년에 중등교원자격검정시험57)의 교육과에 응시하면서 교

육학 개론, 교육사, 교육사조, 심리학, 논리학 등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응시공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그저 교육학에 관한 책들을 읽었고 교육사가 철학사와 관련되어 

비교적 재미있었다는 기록58)밖에는 없다.
결국 박종홍은 “그 당시에는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어렵다”59)는 이 시

험에 합격하 고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대구에 

있으면서 안동의 도산서원을 동료 김 훈과 동행하 다는 기록60)이 있는

데 박종홍은 줄곧 “純粹한 敎育愛의 化身으로서 天生의 敎育者”로서 추앙

되는 이퇴계를 존경하고 흠모하 으며 학문에 대한 관심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유학의 고전에 대한 철학적 해석에 일찍부터 관심이 있어서 퇴계의 

문집을 독파 발췌하여 체계화시켜 1928년 3월에 경북의 교육제6호에 ｢
퇴계의 교육사상｣이라는 글을 발표하 다. 물론 박종홍이 대구에 살고 있

었고 한문 실력이 뛰어났던 것도 이유로 꼽자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그때 

당시 조선 학술계의 역사적⋅시대적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일 합병이후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고 효율적인 통

치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유학의 전통사상을 끌어들여 친일 이데올로기

57) 소위 ‘문검(文檢)’이라 부르는 이 시험은 예비시험과 본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

두 일본의 대학교수들이 출제하게 되어 있다. 이 시험을 함께 준비하 던 김두헌은 열

병으로 본 시험에 참석하지 못하 고 박종홍만 당당히 합격하여 명성을 떨쳤다고 한

다. 김 훈, ｢고 박종홍 형에 대한 나의 추억｣, 스승의 길, 천지, 1998, 30쪽

58) 전집 6권, ｢독서회상－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271쪽.
59) 고형곤, ｢박종홍 형과 나｣, 스승의 길, 천지, 1998, 18쪽

60) 김 훈, ｢고 박종홍 형에 대한 나의 추억｣, 스승의 길, 천지, 1998,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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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 는데 그 중심에는 다카하시 도루61)가 있었다. 다카하시는 조선

의 유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었다. 물
론 총독부의 지원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왜곡작업이었음은 사실이다.

다카하시는 1916년 5월부터 대구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역임하 고 1919
년에 조선의 교화와 교정(朝鮮の敎化と敎政)으로 동경제국대학 문학박

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1919∼1927)의 ‘문화정

치’에 발맞추어 조선사 편수사업에 시학관으로 참여하 고 그때 조선사 강

좌에서 발표하 던 것이 “조선유학대관”이었다. 
다카하시는 ｢조선유학대관｣62)에서 640년 동안 조선의 사상이 주자학 

일변도로 고착화되었기에 결국 발전성을 상실하 고 “주희의 진의에 합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하 다.63) 이에 장지연(張
志淵, 韋庵, 1864∼1921)64)은 다카하시의 유학에 대한 폄하와 자의적 해

석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 유학사를 소개하 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유교

연원(朝鮮儒敎淵源)이었다.65)

61) 다카하시는 일본 니가다(新潟)현에서 태어났고 1902년 7월에 동경제국대학 한문과를 

졸업하 다. 1903년에 조선 정부의 초청으로 관립중학교 용교사(傭敎師)로 부임하

다. 합병직후 총독부의 명령으로 유생들의 동향을 조사하면서 우연의 의병장들의 책

상 위에 놓인 퇴계집을 보았고 이를 계기로 조선유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1923년 

11월에는 경성제국대학 창립위원회 간사를 역임하 으며 1926년 4월에 법문학부 교

수로 임명되었고 1940년 11월에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조선유학에 관한 오랜 연구

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문화 공로상을 받았고 일본의 패망과 함께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조선학보 14집 ｢高橋亨先生頌壽記念號｣(1959.10) 참조.
62) 1912년 4월에서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조선 및 만주(朝鮮及滿洲)에 연재한 글이

다. 후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927년 8월에 조선사학회의 조선사강좌특별강의

(朝鮮史講座特別講義)에 수록하 다.
63) 다카하시 도오루 지음, 조남호 옮김,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233쪽.
64) 장지연은 장현광(張顯光, 旅軒, 1554∼1637)의 12대 자손이지만 19세 때부터 허훈(許

薰, 舫山, 1836∼1907)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움으로써 정통 주자학과 근기 실학을 동

시에 전수받았다. 1894년에 진사 병과에 합격하면서 국가적인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밝히기 시작하 다.
65) 실제로 장지연과 다카하시는 1915년 5월∼6월 사이에 매일신보를 통하여 지상논

쟁을 하 고 장지연의 질의에 다카하시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 하여 중단되고 마는데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점차이에 대해서는 김미 의 ｢타카하시 토오루와 장지연의 한

국유학사관｣(대동철학 제55집, 2011년 6월)을 참조. 결국 장지연은 1917년 4월 5
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25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조선 유학사를 소개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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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가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일제의 충실한 앞잡이 다 하더라

도 그의 조선유학에 대한 연구는 처음으로 근대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작업이었고 조선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제시하 음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전통사상을 근대적 지식체계 안으로 수렴하고자 고심하

던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다카하시의 논리를 

수용하는 식이든, 다카하시의 견해를 부정하는 식이든 모두 다카하시로부

터 자극을 받아 점차 학문적인 연구로 본격적으로 발전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조선유학의 연구에 

있어서 다카하시의 관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66)

이렇게 되면서 1920년대의 조선에서는 그동안 망국의 원인으로 간주되

었던 조선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신

문계 10호(1914년 1월)와 11호(1914년 2월)에 강매(姜邁)가 ｢東洋哲學

家와 退溪先生｣이라는 글을 게재하 고, 개벽 15호(1921년 9월 1일)와 

16호(1921년 10월 18일)에는 ｢東方理學의 宗祖인 李退溪先生, 祖先 十大

偉人紹介의 其二｣와 ｢退溪先生의 우주관과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퇴계

의 인물과 사상을 소개되었으며, 신민28호(1927년 8월 1일)에는 ｢李退

溪先生｣이라는 글이, 29호(1927년 9월 1일)에는 ｢李退溪傳｣이라는 글이 

실렸다.67)

이로부터 볼 수 있다시피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지식인들의 퇴계에 대한 지

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었고 나아가 조선에서 유학을 근대 학문의 하나이자 

고 이는 사후 1922년에 아들 장재식(張在軾)에 의하여 3권 1책의 조선유교연원으

로 간행되었다. 조선유교연원은 유학전통을 사상적으로 객관화하고 재인식함으로

써 근대적 의미에서의 유학연구의 시작이 되며 후에 나온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에 

큰 향을 주게 된다(임종진, ｢위암 장지연의 유교관에 대한 검토｣, 철학연구 91집

(2004.8), 279쪽 참조.).
66) 다카하시의 조선유학 연구는 일제의 통치에 부응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의 연구의 치중점이 다르다. 조선의 멸망원인을 유교에서 찾다가, 
동화를 위한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불교연구에 집중하 고, 종교적 교화라는 측면에서 

유교의 종교성을 구명하고자 노력하면서 조선이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을 유교에서 찾고 

있다(김미 , ｢다카하시 도오루의 ‘한국철학관’과 내셔널리즘｣, 동양철학 34집, 
2010, 396쪽 참조).

67)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검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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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지식체계의 일환으로서 철학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이미 이루어

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박종홍의 퇴계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시대적⋅학문적인 상황과 맞물려 생겨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홍과 다카하시가 모두 대구고등보통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공

간을 거쳐 갔다는 이유로 박종홍도 “퇴계학을 일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끌어들이려” 하 고 다카하시의 “논리를 수용”하 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박종홍이 “친일유림”이었는지도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68) 
다만 다카하시의 글을 읽으면서69) 자신의 문제를 사고하는데 자극을 받았

다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교육사상에 주목하게 되었을까는 의문이 남는다. 박종

홍이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이는 일련의 정치

적 저항과 국권회복운동이 모두 좌절되었던 당시의 절박한 시대적 상황에

서 지식인들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교육의 중

요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이었다.70) 교육은 곧 민족 독립의 기초로 인식되면

서 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주적인 독립을 이루고자 하 다.
그렇다면 교육의 현장에 있었던 박종홍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

을 느꼈을까. 박종홍은 당시 조선의 교육사상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념이

나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 과도기의 혼돈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

다.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유행이나 효과를 기대하는 현실 속에서 좀 더 자

신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양의 것을 그대로 적용

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교육사상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의 

근본정신을 다시금 살려 새로운 힘이 되게끔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 다.

68) 류승완, 이념형 사회주의－박헌 , 신남철, 박치우, 김태준의 사상, 선인, 2010, 
101-102쪽.

69) 다카하시의 ｢李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 등은 박종홍이 유학을 연구

하면서 중요하게 읽었던 것이다. 전집 1권, ｢四七論의 現代哲學的 展開에 關한 覺書｣, 
434쪽.

70) 장지연은 ｢황성중앙학회취지문(皇城中央學會趣旨文)｣에서 “오늘날의 대계이고 국가

를 보전하는 방법은 다만 교육에 있을 뿐이다(爲今之計, 保全國家之術, 惟在乎敎育一

事而已).”(위암문고, 권6, 247쪽)고 하면서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를 조직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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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에 대한 해답을 그는 퇴계의 경(敬) 사상에서 찾았고 “무엇보다도 

高貴하고 緊重한 示唆”를 던져준다고 주장한다. “後繼子孫들을 위한 大計, 
참된 韓國敎育의 建設은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하여 우리 자신의 땅 위에 이

룩되어야 한다. ‘溫故而知新’은 지금도 眞理”71)라고 힘주어 말하는 박종홍

이었기에 그는 다름 아닌 이퇴계의 교육사상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72)

박종홍은 한국은 극동의 한 반도로 기괴(奇怪)한 역사를 걸머진 채 몸부

림을 치고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수행하여할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韓國의 實情을 凝視하는 동시에 우리 韓國特有의 敎育思想을 

그의 根底에서 意義 있게 살림으로부터 出發”73)하여 한국만의 교육목적과 

방법을 찾아내려고 고심하며 애쓰는 것이 한국교육자로서의 당연한 의무

라고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박종홍의 문제의식과 각오, 염

원 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우리”와 “민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점차 철

학함으로 승화되어가는 과정에 나타난 단계적인 것이다. 박종홍은 처음부

터 전통사상 특히는 유학으로부터 현실문제의 대안을 찾으려 시도하 고 

퇴계의 교육사상에 관한 이 글은 그러한 시도의 결과물이다. 위에서 살펴보

았듯이 이러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다카하시의 향이 결코 무

시될 수 없는 것이다. 

Ⅵ. 나오며

이상에서 박종홍이 경성제대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철학을 배우기 이

전에 독서를 통하여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를 

71) 전집 1권, ｢퇴계의 교육사상｣, 157쪽.
72) 박종홍의 퇴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1910년대에 이루어진 논쟁에서의 다카하시와 

장지연의 퇴계에 대한 해석과 1910∼20년대의 다른 사람들의 퇴계에 대한 해석을 서

로 비교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러한 원인에 대하여 규명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73) 같은 책, 같은 글,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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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함’으로 이끌어주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즉 철학사상을 형성하게 되

는 계기 혹은 철학사상의 뿌리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하 다. 
박종홍이 철학함의 출발점에서 고민하 던 문제는 “우리”와 “민족”이었

고 고민을 해결하고자 읽었던 것이 최남선이 간행한 책이었다. 그는 식민지

의 통치 하에 있는 조선의 현실에 직면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특색을 밝혀보고자 시도하 다. 결국 가장 자신 있는 미술에 관심

을 집중시키게 되었고 다카야마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일본 미술사에 대하

여 알게 되었고 일본 미술의 조종이 조선 미술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박종홍은 일본 미술사를 모방하여 조선 미술사를 쓰게 되지만 결

국 한계를 느끼고 중단되었고 다시 기초학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

다. 이때 그는 니시다의 학문을 접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철학적인 사색

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생에 대한 고민과 미적 감정에 대하여 철학적

인 고찰을 시도한 결과 심미적 감정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종홍은 교직에 종사하면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는 현실에 직

면하여 전통적인 교육사상 중의 근본정신을 살리고자 고민하면서 퇴계의 

경(敬) 사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다카하시의 조선 유학에 대한 연구에

서 자극을 받은 지식인들이 점차 학문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해가던 당시

의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박종홍이 처음부터 민족의 

전통사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내용의 글인 듯하지만 그 내면에는 한 사람의 성장과 

더불에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다. 충격과 격동의 시기를 

살다 간 박종홍이기에 그의 철학의 형성에는 한반도의 시대적 조건과 이에 

대한 조선인(특히 지식인)의 반항적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박종

홍이 경성제국대학에 입학(1929년 4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서양철학을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 자신의 철학을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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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Formation of Park Jong-hong’s Philosophy:

Focusing on the Earlier Thoughts

Koh, Sung-Ae 

Previous research on the philosophy of Park Jong-hong has focused 
mainly on his thoughts as a whole, omitting the background and 
formation of his thoughts. ‘Before delving into the full-fledged 
philosophy of Park,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atiks he had in 
mind before he entered Keijo Imperial University. 

Two starting points of Park’s philosophy are ‘us’ and ‘people of 
nation’; in searching for the answers he extensively read the books 
published by Choi Nam-sun. Park attempted to uncov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ur people’ by reading Takayama Chogyu’s books on 
the history of Joseon art, with which Park faced limitations. As he 
turned his attention to the philosophy of Nishida Kitaro, which led him 
to new philosophical inquiries into life and aesthetic feelings, and 
eventually to conclude aesthetic feelings must take the pride of place 
in life. 

As Park was engaged in teaching, the chaotic reality in the turbulent 
period made him decide to revive the original spirit of traditional 
thoughts on education, leading him to Toegye’s philosophy of Gyong 
(敬, pious attention).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at in 
Park’s time, elites stimulated Takahashi Toru’s work on Joseon 
Confucianism, and began serious academic research on national spi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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