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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斷指) : 모방과 공감에 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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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글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의 단지(斷指)에 주목하고 

그 모방과 공감에 관한 함의를 탐색하려는 시도다. 외연적인 단지의 부정적 입

장을 넘어 당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삼강행실도�가 출현하고 이후 200여년이 

지나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단지의 예화가 사적(事績)으로 괄목하게 등

장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단초로 하여 왜 단지의 모방이라는 ‘따라 하

기’의 형태가 만연하였는가에 대해 인문학적 이해의 틀을 넘어서 자연과학의 

설명을 도입하여 이해의 확장을 시도해 보았다. 행실도가 교화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지라는 모방[따라 하기]이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인 거울뉴런으

로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타진해 본 것이다.

행실도에 단지의 모방이 확산된 지점에 의문을 가지며 모방과 공감을 통한 다

각적 이해의 모색이다. 물론 행실도의 단지를 보고 지금은 이 행동을 모방하지

는 않는다. 하지만 당시 민중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시키고자하는 주제로 제

시된 국민 교과서로 유교적 도덕 실천을 가능하게 하려던 조선이라는 사회구

조에서 발생된 그 사회의 영향 하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단지와 같은 신체적 

자해를 모방으로 감당하여 아픔을 공감하며 타자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고 타

자와 나의 간극을 잊은 행위는 여하간 공감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의 우

리에게 단지의 형식을 닮은 무엇을 모방과 공감으로 발출하게 할 것이며 참된 

모방의 길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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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김산동은 해주사람이다. 어머니께서 악질에 걸렸다.

산동의 나이 열 셋에 손가락을 잘라[단지 斷指] 약과 함께 드리니 병이 

나았다.

공희대왕[중종] 때 정려하였다.”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권4 산동단지(山同斷指)1)

조선시대 교화서인 �삼강행실도� ｢효자도｣에 단지가 효자의 이름과 함께 

네 글자의 사적(事績)으로 한 건이 등장한다. 그리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사적에 단지가 186건이 등장한다. 세종 1434년 �삼강행실도�2)가 

처음 나오고 광해군 1617년 �동국신속삼강행실도�3)가 나오는 데는 이백

년 남짓한 기간이 지난다. 조선이 유교이념을 고수하며 민간에게 펼치고자

하였던 이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뿌리내리고 있었다고 보이는 시점

이다. 조선의 개국 이후 삼강오륜의 유교적 이상을 문명의 혜택에서 제외되

었던 민간에 그림형식 및 언문형식을 곁들인 삼강행실도서류의 전파는 세

금감면과 가문명예라는 당근책으로 확산되어간 것으로 보인다.4)

효행의 증거로 제시된 단지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효자도｣ 석진단

지(石珍斷指) 내용은 이렇다.

유석진은 고산현 관리이다. 아버지 유천을이 악질에 걸려 날마다 한번 씩 

병이 발작하였다. 발작하면 기절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차마 보지 

못하였다. 석진이 밤낮으로 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부르짖으며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산 사람의 뼈를 피에 섞어 먹으면 아버지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석진이 바로 왼손 무명지를 절단하여 그 말대

로 해서 드리니 병이 즉시 나았다.5)

1)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卷四 山同斷指 : 金山同 海州人 母患惡疾 山同年十

三 斷指和藥 以進病愈 恭僖大王朝 旌閭.
2) �三綱行實圖�, 선조대 중간본, 1581년(선조12), 영국국립도서관본 참조.
3)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년(광해군 9), 홍문각, 1992, 참조.
4) 윤미옥, ｢�삼강행실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 고찰｣, �철학논총� 제82집, 새한철학회, 

2015, 354∼3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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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진의 단지 예화는 �삼강행실도�언해본 ｢효자도｣ 35개의 사적에 유일

하게 등장한다. 그런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이르러서 ｢효자도｣ 권1∼

권8의 총 705건 중 186건의 사적이 순수하게 단지라고 명명되어 수록되었

다. 26%에 달한다. 시묘살이가 부모의 사후에 행해진 것이라면 단지는 부

모가 살아계실 때 직접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시묘살이가 부모의 죽음을 되

돌릴 수 없는 상황의 소극적 행위라면 단지는 부모의 죽음을 지연 혹은 저

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여기서는 시묘살이와 단지를 비교하여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삼강행실도�에 등장하던 단지가 이백년이 흐른 시

점에 수록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왜 그토록 많은 단지의 예화가 있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단지의 상황을 의심 없이 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기록되고 포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이끈 그 모방의 힘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단지가 도덕이란 이름으로 행

해진 폭력이라고 단죄하고 넘어가기엔 석연찮은 뭔가가 분명 있다. 누군가 

한 행동을 무작정 따라한다̇ ̇ ̇ ̇ ̇ ̇ ̇ . 이 부분이 많은 의문을 부른다는 것이다. 단지

의 모방에 담긴 함의를 탐색해가며 그 의문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Ⅱ. 모방에 관한 탐색

모방은 매우 강력하게 인간의 행동을 형성한다. 비교적 어린 아이가 있

는 부모는 대개 자기 아이들에게 옳은 말을 한다. 화내지 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가. 

부모는 자식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동의 모범을 대체적으로 실행해 보

이려고 한다. 결국 자식은 부모가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

니라 모방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동을 습득한다. 결국 대체적으로 명

석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6) 모방은 타 

5) �三綱行實圖� ｢孝子圖｣ 石珍斷指 : 兪石珍 高山縣吏也 父天乙得惡疾 每日一發 發則

氣絶 人不忍見 石珍日夜侍側無懈 號泣于天 廣求醫藥 人言 生人之骨和血而飮則可愈 

石珍卽斷左手無名指 依言以進 其病卽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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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학습한 내용을 쉽게 내 것으로 만듦으로써 관찰자의 시간과 에너지

를 절약해 주며 이득을 준다. 효과적인 행동 습득을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모방은 획기적인 혁신방법인 것이다. 초기의 어설픈 모

방이라도 적응하면 자연적 선택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진다. 이런 모방 능

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에 비해 유아기가 매우 긴 미

숙한 상태로 태어나 오랜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에게 상황 상 유리한 

모방 전략이 ‘무작정 따라 하기’ 일 것이다.7) 이런 ‘따라 하기’의 구조를 어

떻게 이해해야 할까.

1. 접근 방법의 다양한 모색

A+B=C를 설명한다고 할 때 자연과학은 테스트와 증거로 설명̇ ̇ 한다. 그

에 반해 인문학은 마음으로 마음을 이해̇ ̇ 하는 신비한 과정인 해석에 의한⋅

추론에 입각한 이해[interpretative understanding]로 증거가 거의 역할이 

없거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 때 해석과 추론은 구체적인 증거나 

증명의 호소에 제한받지 않은 채 어떤 정신이 다른 정신을 자유롭게 이해한 

결과이다.8) 이 결과 장님 문고리 잡듯이 더듬더듬 시간이 걸리며 변명을 늘

어놓는다는 비아냥거림을 면치 못한다.

인문학적 이해 대 자연주의적 설명이라는 두 세계의 유형은 마음 대 몸

의 분리, 혹은 이해 대 설명의 경계를 나누며 분야별 요구에 충실한다. 물리

인류학자나 생물인류학자는 뼈와 돌을 설명하는 데 충실하지만 문화인류

학자는 인간의 사회적 이해와 같은 신비스러운 영역을 탐구한다. 이러한 고

착은 위기를 맞으며 이해하는 정신이 그 선을 넘어 이해에서 설명으로 넘어

가면서 그 주제를 사물에서 끌어온다. 인간 탐구의 분야가 불가능한 이해의 

껍질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가. 인문학자들이 끊임없이 자위하듯이 이

6) 마르코 야코보니, �미러링 피플�, 김미선 옮김, 서울, 갤리온, 2009, 73∼74쪽.
7) 장대익, ｢거울 뉴런에 대한 최근 연구들 : 모방과 공감을 중심으로｣, �정보과학회지 

(한국정보과학회)� 제30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1, 48쪽.
8)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과학과 인문학�, 김동환⋅최영호 옮김, 고양, 지호, 2015, 358∼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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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을 운명에만 처해있어야 하는가. 인문학과 자연과

학의 분업이 아닌 통합적인 접근의 요청은 그래서 상당 부분 필연적이다.

인문학이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인간 층위의 구조를 

자연과학에서 연구하는 의미의 하위 층위에 바탕을 두면서 설명 가능한 것

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제 아무리 미묘하고 독창적이라 해도 

사실과 관찰에 입각하여 구축되지 않은 윤리학은 무의미한가. 속단할 수는 

없다. 인지과학의 제안을 수용함은 의식은 물질과 구분되는 신비한 실체가 

아니라 충분히 복잡한 방식으로 결합한 물질의 발현적 특성이라는 인지에

서 출발한다는 확신의 선행이다. 인문학의 전통적 영역에 뿌리하면서 의식

과 그 산물을 연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식이 갖는 기묘하고 멋진 발현적 

특성을 시야에서 붙잡고 싶음이다. 더불어 덜 복잡한 물질 구조를 탐구하는 

방식과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을 유령과 같은 

거주자가 아닌 인간 몸의 일부이자 전부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다른 몸-마음 체계처럼 인간 역시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 통합된 마음-몸 체계로 봐야 한다.9) 인간의 인지는 

몸과 감각 운동계에 밀접한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로써 구조화된다는 사실

이다. 마음이 몸이고 몸이 곧 마음이라는 인식을 통해 인간적 견지에서 인

식할 수 있는 세계가 범문화적으로 이해되며 진화 과정이 우리의 가치관 및 

바람과 우리가 발전시킨 세계의 구조가 아주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10) 이론과 사색에 의한 탐색에서 나아가 추상적 개념이 감각 운동 

영상에 기초한다는데 점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지과학의 성과를 받아

들여 신체화된 마음(Embodied mind)11)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그래서 동의한다. 마크 존슨이 �마음속의 몸�에서 목표로 삼았

9)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같은 책, 39∼65쪽.
10)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같은 책, 71쪽.
11)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같은 책, 57쪽에서 마거릿 윌슨은 의미 있는 개관 연구에서 인

지가 ‘신체화’되었다는 주장을 납득시킬 여섯 가지 방법을 식별해냈다. ① 인지는 상

황화 되어 있다. ② 인지는 시간 압박적이다. ③ 인지적 일은 환경에 떠맡겨져진다. ④ 

환경은 인지 체계의 부분이다. ⑤ 인지는 행동을 위해 설계된다. ⑥ 오프라인 인지는 

몸 기반적이다. 윌슨의 추상적 사고와 상상력도 몸이나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마지막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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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몸에 확고히 기반 하는 인간 경험의 지형학’, ‘신체를 기반으로 한 우리 

경험과 이해 안의 복합적인 그물’12) 안에서 접근은 환영할만한 방안이라고 

본다.

2. 인간 이해의 새로운 탐색

Ⓐ∼ⓒ를 읽고 아래를 따라가 보자.

Ⓐ 도덕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면서 도덕을 행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다.

Ⓑ 단지를 행하는 그림을 보고 단지를 직접 따라한다.

Ⓒ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규칙 및 예절 문제의 적절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생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와 같은 비난을 받는다. 주

지적 도덕교육으로 사고훈련에 치중한 지적 판단훈련 중심의 교육 모습이

다. 그렇다면 바른 판단이 바른 행동을 보장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것

인가.13) 신경과학/뇌과학 연구에서 이에 대한 도움을 줄 성과 중 하나가 거

울뉴런(mirror neuron)의 발견이다. 거울뉴런의 발견은 가장 원초적 사회

적 행동인 모방을 설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장치 내지는 기제가 있음을 말

한다. 이는 생물학에 DNA의 발견과 비견되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신비의 베일에 가린 채 실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던 많은 정신 능력들을 설명할 수 있는 통일적 틀이 될 수 있

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간이해와 도덕성 규명의 새로운 시

각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울뉴런은 동물이 스스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뿐

만 아니라 다른 개체의 수행 동작을 관찰할 때도 활동한다고 간주되는 신경

세포로서 다른 동물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춘다̇ ̇ ̇ ̇ ̇ ̇ ̇ ̇ ̇ ̇ ̇ ̇ ̇ ̇ ̇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즉 특

정 동작을 보기만 하여도 그것을 실행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회로가 작

12)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같은 책, 276쪽.
13) 한일조,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과 도덕교육｣, �교육철학� 제41집, 한국교

육철학회, 2010, 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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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는 말이다.14)

20년 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발견된 거울 뉴런은 최

근 모방적 행동을 신경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

소가 되었다. 인간은 독특한 생애사의 진화로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매우 

긴 유아기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종(種)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모방 전략 ‘무작정 따라 하기’로 인

간이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신체 지향적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을 가지

고 있는 점이 거울뉴런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행위자가 행한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위를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활성을 내

는 신경세포다. 이 뉴런들이 인간 뇌에서는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와 하두정엽(Inferior Parietal Lobule)에 존재하는데 이 두정엽-전

두엽[P-F the parietal and frontal lobes] 부분을 거울 뉴런계라고 부른다. 

우리는 거울 뉴런계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행동

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나의 운동계획과 비교해 실행으로 

바꾸는 과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행동에 대한 모방을 가능하게 함

이 증명되었다. 전자는 공감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모방 능력에 관한 내용

이다. 공감은 도덕성의 기초이고 모방은 문화의 동력이 된다.15)

Ⓑ의 1차적으로 단지를 행하는 그림을 보고 -> 다음으로 단지를 직접 따

라한다.

인간 거울 뉴런계의 특성은 인간의 사회 인지(social cognition)의 기존

의 연구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우리가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을 장착하

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 마음 이론은 어떤 인지적 기제를 통해 습

득한 시각 정보를 정교화 하는 ‘추론적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고 보았다. 하

지만 거울 뉴런의 발견과 후속 연구들은 타 개체의 마음을 읽는 과정이 그

러한 복잡한 추론 과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거울 뉴런계

14) 한일조,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과 도덕교육｣, 같은 책, 523쪽.
15) 장대익, ｢호모 리플리쿠스(Homo replicus) : 모방, 거울뉴런, 그리고 밈｣, �인지과학 

(한국인지과학회)�, 제23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2, 529∼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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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 정보를 곧바로 운동신호 형식으로 변화시켜주는 기제를 이용하여 

타 개체의 행동을 이해하기 때문에 단지 ‘미러링(mirroring)’[거울처럼 반

영된 것]을 통해 타 개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16) 단지의 모방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30억년의 진화와 어린 시절 교육의 결합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신생아가 

주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되는 자동적 모방기제의 생물학

적 기반이 거울뉴런으로 설명되어진다.17) 타 개체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서 그들의 거울 뉴런계는 어떻게(방식)나 왜(의도)가 아니라 무엇을(목표)

에 더 민감하다. 목표에 집중한다. 모방하려는 무엇을 인지하여 가능하게 

하는 신경 메커니즘은 거울뉴런이다. 그럼 거울 뉴런이 어떻게 모방에 관여

하는가. 구체적 역할은 무엇인가. 모방은 어떤 행위의 관찰을 그 행위의 실

행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거울 뉴런계는 어떤 행위를 관찰할 경우에도 

활성화되지만 그 행동을 모방할 때도 활성화된다. 행위에 대한 관찰, 관찰

을 포함하지 않는 행동의 실행, 그리고 모방에서 거울뉴런의 발화가 중첩되

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뇌 영상 자료가 존재한다. 즉 거울뉴런은 행위 관찰, 

행위 실행, 그리고 모방의 조건들 모두에 반응하는 세포이며 모방은 행위관

찰과 실행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다.

거울뉴런을 발견한 연구자들의 입장은 이렇다. 거울뉴런은 그 자체로 감

각뉴런과 운동뉴런의 특징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관찰된 행동을 자신의 운

동으로 변화시키는 특정 세포 다발이다. 이 다발은 다른 학습 메커니즘과 

구별되는 ‘모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거울 뉴런계는 전두피질의 

몇몇 부분이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이게 되었다. 여기서 인간은 

참된 모방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화적 경로

를 걷게 되었다. 인간의 문화 전달과 진화를 설명하려는 밈(meme)학 - 재

16) 장대익, ｢호모 리플리쿠스(Homo replicus) : 모방, 거울뉴런, 그리고 밈｣, 같은 책, 535쪽.
17) 한일조,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과 도덕교육｣, �교육철학� 제41집, 한국교

육철학회, 2010, 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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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모방을 되풀이하여 이어지는 사회관습과 문화 - 의 대표 논자인 블랙

모어는 우리가 큰 뇌를 가지게 되고 동물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방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밈 선택의 결과를 말하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모방

의 정확도 차이라기보다는 참된 모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

았다.18)

ⓒ-1 부모의 행동을 보고 ⓒ-2 그대로 따라한다. 여기 행위는 모방

(imitation)으로, 감정은 공감(empathy)으로, 사고는 마음읽기(mind reading)

로 분리하여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아래서 작동하는 기초 메카니즘은 바로 

거울 반영적 신경회로의 활동인 ‘신체화(身體化)된 시뮬레이션(simulation)’ 

이라는 것이다.19)

논의의 발단은 초기 행실도의 단지에 대한 모방이 이후에 왜 그토록 폭

발적으로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인문적 이해의 행로

가 자연과학의 구체적 설명을 통한 이해를 동반한다면 이 사태를 이해하는 

데 통합적 시각을 줄 수 있음을 확신한 것이다. 단지가 자연스러운 모방의 

한 면으로 그 당시 사회에 유행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

라고 보는 것은 억측일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

제에 봉착해서 난감함은 상황 속에 늘 출몰한다. 여기서 모방할 대상에 대

한 적절한 판단력의 부재는 있을 수 있다. ‘참된 모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

냐의 차이’도 제기된다. 즉 단지를 행한 이들이 단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이 있었으며 단지를 참된 모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있다. 

그러나 단지가 유행했다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모방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실험인 ‘나처럼 해봐(Do as I do)’ 패러다

임20)의 연구 결과에서 모방적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 메커니즘이 거울뉴런

이라고 말한다. 원숭이가 뭔가를 쥘 때 활성화되었던 뇌의 F5 영역[복측 전

운동피질 Ventral Premotor Cortex]과 상측 두구(superior temporal 

18) 장대익, ｢호모 리플리쿠스(Homo replicus) : 모방, 거울뉴런, 그리고 밈｣, �인지과학 

(한국인지과학회)�, 제23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2, 542쪽.
19) 한일조,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과 도덕교육｣, �교육철학� 제41집, 한국교

육철학회, 2010, 535쪽.
20) 장대익, ｢호모 리플리쿠스(Homo replicus), 같은 책,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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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cus) 영역 사이에 거울 뉴런계가 형성되어 행동의 관찰과 입력에 반응하

고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모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연히 시사

했다. 신경과학계의 거울뉴런의 발견 및 연구 성과가 기존 인문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기 그럼 조선시대 교육 교재로 등장한 행실도에 단

지의 모방은 의도치 않은 선택이었을까. 필연적 결과였을까.

손다이크(E. Thorndike)는 모방을 정의하기를 “한 행위가 행해진 것을 보

는 것으로부터 그 행위를 행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즉 “새롭거

나 있을 법하지 않는 행위나 발언, 그리고 본능적 성향이 없는 행위들을 복

제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였다.

블랙모어는 말하기를 “참된 모방은 단순한 전염(contagion), 개인적 학습, 

그리고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과 구분된다.” 라고 하였다.21)

참된 모방과 유사 모방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가. 모방을 통한 문화와 문

명의 발달을 이룩한 것이라면 30억년의 진화 과정 속에 모방을 통한 참된 

모방의 엑기스만을 전달한 인간은 또 다른 인간에게 따라 하기의 표준이 되

었다. 덩달아서 웃거나 울거나 하품하는 경우의 전염성, 사회적 학습을 통

한 자극 강화와 같은 것은 환경에 대한 학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블

랙모어는 참된 모방과 다른 것을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손다이크는 ‘행위들

을 복제하는 행위’라며 동물과 다른 인간의 모방적 행동에 차별성이 있음

을 암시하였다.

Ⅲ. 모방과 공감의 실현

따라 하기[모방]의 전제는 ‘하고 싶다’⋅‘되고 싶다[공감]’가 기반 되어 

있다. ‘∼와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따뜻함[서 恕]’의 맥락에서 가능하

다. 참된 모방은 정서적 공감을 수반한다. 타인의 고통에 감정이 배제된 단

지의 모방이 가능할까. 더군다나 그 타인은 부모였다̇ ̇ ̇ ̇ ̇ ̇ ̇ ̇ . 내가 원하지 않는 것

21) 장대익, ｢호모 리플리쿠스(Homo replicus), 같은 책, 51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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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서(恕), 추기급인(推己及人), 관용과 의무, 공감, 배

신과 협력, 타자를 대우하는 원칙 등의 용례들이22) 갖는 중심 키워드는 따

뜻함이다. 따뜻함이 참된 모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래 �맹자�에 나오

는 글을 보자.

입이 맛에 있어서와 눈이 빛에 있어서와 귀가 소리에 있어서와 코가 냄새에 

있어서와 사지(四肢)가 편안함을 아는 것은 본성이나 (이것을 얻고 못 얻고

는) 명(命)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군자는 이것을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仁)이 부자(父子)에 있어서와 의(義)가 군신(君臣)에 있어서와 예(禮)가 

빈주(賓主)에 있어서와 지(智)가 현자(賢者)에 있어서와 성인이 천도(天道)

에 있어서는 명(命)이나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성(性)에 달려 있

기 때문에 군자가 이것들을 명이라고 일컫지 않는다.23)

우리 몸이 느끼는 맛⋅빛⋅소리⋅냄새의 좋음 혹은 나쁨에 상관없는 동

물과 다른 인의예지의 성향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기호에 따른 몸의 취향

이 부모를 통해서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자연 발생적 모방을 통한 습득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모방을 습득하는 것에만 머물렀다면 지금과 같은 문화

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겠는가. 단지의 모방과 아울러 필수적인 요소로 

또 다른 열쇠가 무엇일까. 군자의 지향 선상에서 이목구비를 넘어서는 그것

은 무엇일까.

1. 행실도의 단지(斷指) : 모방과 공감의 길

아래 그림 1 �삼강행실도⋅효자도� ｢석진단지｣ 에서 유석진은 고산 사

람으로 그 아버지가 중병에 들자 밤낮으로 슬피 울며 온갖 병수발을 다하였

다. 산사람 뼈를 피에 섞어 먹이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자기 손가락

을 베어 아버지에게 먹이고서 아버지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그린 그림이다.

22) 이향준, ｢죄수의 밥그릇 – 서(恕)의 신체적 기원에 관한 한 유추｣, 성균관대학교 2015
년도 한국유경편찬센터⋅한국유교학회 공동개최 국제학술대회, 2015, 13∼14쪽.

23) �孟子� ｢盡心｣: 孟子曰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之於安佚

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

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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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단지｣는 세 컷의 그림으로 분할하여 구성되어 있다. 위에 석진이 

중병에 든 아버지의 병환을 고칠 방도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

던 중 어떤 이가 병환에 차도가 있을 만한 방안을 알려주는 장면으로 보인

다. 그림은 “단지하여 아버지께 드리면 병환에 차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

을 전하는 듯하다. 그리고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다. 바로 밑의 오른쪽 그림

을 보자. 단지하는 남자 석진이 등장한다. 확대된 모습을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또 단지를 하고 나서 석진의 다음 행동은 그림 1 왼쪽 아래편에 그려

진다. 단지한 약 사발을 아버지에게 올려 약을 드시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 석진단지24) [그림 2] 단지하는 남자 석진25)

다음으로 아래 그림 3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자도� ｢유령단지｣는 강

계사람 김유령의 이야기이다. 김유령은 어머니가 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자 

24)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풍속화), 한국콘텐츠진흥원 2002, 참조.
25) 문화콘텐츠닷컴,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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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기절하

자 손가락을 베어 약에 타 먹여 즉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그린 그림이다.26)

그림 1 �삼강행실도⋅효자도� ｢석진단지｣에 비해 그림 3의 그림은 두 

컷으로 구성되었다. 단지의 효능을 알려주는 이가 없다. 단지가 효능이 있

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지는 시기로 행실도의 유행이 임란을 거치면서 토

착화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 방대한 양의 �동국신속삼강행실도�27)의 

저작 상 간소화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에서 약을 올리는 모습이 그림 4에서 확대된 모습으로 유령을 묘

사하고 있다. 앞에 언급하였던 산동단지(山同斷指)에 “김산동은 해주사람

이다. 어머니께서 악질에 걸려 산동이 나이 열셋에 손가락을 잘라[단지 斷

指] 약과 함께 드리니 병이 나았다. 공희대왕 때 정려하였다.”와 함께 �동국

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권1∼권8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유사한 패턴으

로 186건 26%가 넘게 단지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오롯이 단지로만 기록

된 것이 26%이고 그 외에도 손가락[指]이 들어간 사적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26)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卷八 流齡斷指 : 司僕金流齡 江界府人 自少有孝行事

父母極其誠敬 母病不離側湯藥 必嘗將絶斷指和藥 以進卽甦 今上朝旌門.
27)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은 1615년(광해군 7)에 왕명에 의하여 유근(柳根:1549∼1627) 

등이 편찬한 책으로 총 18권 18책으로 완성되었으나 간행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각 도의 경제력에 비례하여 전라도 6책, 경상도 4책, 충청도 4책, 황해도 3책, 
평안도 1책씩 분담하여 1617년(광해군 9)에 간행되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조

선 초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의 속편으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정

표(旌表)를 받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상⋅중⋅하 3편으로 편찬된 �

신속삼강행실도�를 토대로 하고, �동국여지승람� 등의 고전 및 각 지방의 보고자료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1,515명(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의 한국인 72인을 수록하여 

도합 1587명)의 사람의 간략한 전기(傳記)를 만든 뒤에 선대(先代)의 예에 따라서 각 

한 사람마다 1장의 도화(圖畵)를 붙이고 한문 다음에 국문언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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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령단지28) [그림 4] 약을 드리는 유령29)

유사한 패턴의 단지라는 따라 하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지점을 우리에게 

내재한 본성으로 이해시키는 유학의 대명제가 있다. �중용�의 솔성지위도

(率性之謂道)이다. 솔성(率性)은 ‘성(性)을 솔(率)한다’이다. 여기서 솔(率)

은 인위적인 행위나 노력이 배제된 부르다 = 호환(呼喚)의 의미이다. 즉 누

군가를 불러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신호와 연관이 있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손을 흔들어 이쪽으로 오라고 부름은 마치 자기의 정신이 제사지낼 

때 조상의 정신을 불러 모으는 경건함처럼 마음이 그곳에 있는 상태로 이미 

마음이 떠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라도 불러오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의 

솔성이다. 즉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불러내온다’는 의미로 읽어 낸다면30) 

단지̇ ̇ 가 솔성의 모습이 아닐까. 솔을 인위적 행위나 노력이 배재된 부름으로

28) 문화콘텐츠닷컴, 같은 책.
29) 문화콘텐츠닷컴, 같은 책.
30) 김재경, ｢성리학에서 ‘형식’의 문제 - 朱子 성리학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제

65집, 동양철학연구회, 2011, 351∼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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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로 읽어냄으로 단지하는 석진과 유령과 산동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

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준다. 우리

가 단지하였던 수많은 이의 마음들을 우리 몸을 기반으로 자신과 세계와 타

인과의 관계로 분석한다면 ‘보편적 구조를 공유한 인간의 마음’31)을 강력히 

암시한다는데 주저할 수가 있을까. 공감을 통한 강력한 모방의 메시지이다.

2. 환경과 마주하는 유의미한 모방

㉮ 인간의 도덕 실천은 주관적 준칙 하에 보편타당성을 획득할 때 가능

하다.

㉯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법칙이 인간에게 본성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 유교 이념이 지배해 온 전근대 사회인 조선과 명⋅청에서 빈번하게 발

생한 정적 제거를 위한 사화(士禍), 효의 이름으로 자행된 단지(斷指), 

할고(割股), 여성에게 강요된 정절(貞節) 및 자살 등은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인 ‘성즉리(性卽理)’와는 동떨어진 사태들이다.32)

㉮와 ㉯라고 하면서 ㉰와 같은 상황을 야기하도록 방치한 것은 무엇인

가. 단지가 성리학의 기본명제와 위반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교화서라는 명

목 하에 전파시켜 따라하게 하고 따라한 이들을 포상하였단 말인가. 무책임

하다. 반쯤 헐벗고 문맹이며 영양실조 및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다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국가의 간섭을 막아줄 보호막을 제공한

다고 말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처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거리와 의료보호와 더불어 교육이다. 그들이 자유의 증

진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렇게 증가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나중 일일 뿐이다.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유가 무슨 소용

인가.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

태에서 과연 자유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겠는가.33) 조선은 반상(班常)의 

31)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같은 책, 477쪽.
32)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같은 책,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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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행실도의 의도는 교육이라는 명목이었다. 

성즉리의 기본 명제와 이율배반적 사회구조 속에 ‘단지’의 행동이 이치라

고 말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한 것인가. 단지의 부정을 말하는 이들은 이 부

분에 흥분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를 세우고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을 밝힌 교육지표로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이 있다. 그리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있으며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1948년 완성된 세계인권선언이 있다.34) 이념

과 이상은 존엄하다. 성즉리의 이상은 지금도 유효하다. 국민교육헌장이나 

대한민국헌법이나 세계인권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말한다. 그럼 현재적 시점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모순되게도 성즉리

의 나침반 아래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단지의 행동이 있었

다. 그렇다면 지금 범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이라는 나침반 아래 무엇이 

있어야만 하겠는가. 질문은 필수고 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침반

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요구된다. 이 지구 더 나아가 범우주적으로 여전히 

향후에도 인류(人類)라는 종(種)으로 지속적 번영의 노선을 바라고 있지 않

은가.

그렇다면 좀 살펴보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보편적인(universal) 인권선언이다.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선언을 만들기 전에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까

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논쟁이며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갖는 정치적⋅

사회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없었던 한계 때문이기도 

했다. 나치즘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선언을 기초하는데 두

드러진 역할을 한 국가들은 자신들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

33) 김연미, ｢자유주의와 복지권｣, �법학논총� 제29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00쪽.

34) 이종훈,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서해문집,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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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 선언을 기초하고 채택할 당시 유엔회원국의 수는 58개국에 불과

했고 식민지 상태를 갓 벗어나거나 여전히 식민지로 매여 있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다수 인민은 선언에 의견을 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선언은 

분명 시대의 산물이다. 유교적 가치가 여전히 시대의 산물이듯 또 2차 대전 

후의 사회경제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선언에 대한 반응은 대조적으로 선언의 의의를 깎아 내리거나 실용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국제인권규범의 정립이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려는 입장이 있었다. 이에 대한 회의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35)에 관한 의견은 흡사 단지를 바라보는 양극적 모습과도 닮았

다. 그들의 입장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조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길지

만 상반된 입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회의적 입장은 이렇다. ㉠ 기껏해야 각 정부들에 대한 훈계 내지 권

고에 지나지 않는다. ㉡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집단적 사회주의를 끼워 

맞춘 이질적인 소망의 목록이다. ㉢ ‘짖기만 하지 물지 않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행과 실천’의 문제를 무시하고 무작정 동의된 문서일 

뿐이다. ㉣ 인권을 외교정책의 도구 또는 새로운 지배와 개입의 도구로 써

먹으려는 의도 아닌가. ㉤ 국제관계에서 인권은 장식용이거나 눈속임 장치

고 결국 국제관계는 냉정한 계산속이다. 인권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

까지나 한 국가내의 내부 투쟁과 개혁의 결과이지, 선언 등 국제규범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어디까지

나 주권의 고유한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둘째, 긍정적⋅희망적 입장은 이렇다. ㉠ 인권 규범이 정교해졌다. 선언 

이후 꾸준한 국제인권규범 만들기가 진행됐고 규범 만들기에 그친 것이 아

니라 이행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런 국제인권규범은 정부, 국제기구, 시민

사회 ‘공통’의 대화기준이 됐다. ㉡ 유엔 속에서 인권의 역할이 강화됐다. 

인권기준의 발전 속에서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93년 세계인권

대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창설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 자발적인 시

35) 류은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①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 �인권 오름�

제95호 2008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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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결사, 지구적인 NGOs(비정부기구들)의 출현, 지구적인 매체의 등장 등

은 국가행위에 초점을 두었던 선언 기초자들이 계산하지 못했던 바다. ㉣ 

(장식용이든 정의로운 목적의 추구에서든) 인권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

력을 갖게 됐다. 인권사상에는 힘이 있다. ㉤ 반식민지투쟁, 민주화투쟁, 반

아파르트헤이트(반인종차별) 투쟁 등 억압에 맞선 역사적 투쟁이 인권을 

통해 상징화됐다. ㉥ 인도주의법과 반인류 범죄에 대한 것으로 인권의 영

역이 확대됐다. ㉦ 국가가 자국민을 다루는 방식이 정당한 국제적 관심사

일 뿐 아니라 국제기준에 속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규범화한 것이 선언이다. 

㉧ 국제관계에 ‘인권’을 대입함으로써 지구적 관점 말고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관계의 건설에 이바지해왔다. ㉨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인권에서 유일한 영역이었던 시민⋅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도 포섭했다. ㉩ 인권의 개인주의적 속성

이 공동체적 속성을 통해 완화⋅축소됐다. 특히 29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가 그 예이다.

회의적 시각은 조선의 유학이 도덕이라는 이름하에 자행하였던 폭력이

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긍정적 시각은 조선의 유학이 전 방면에 걸쳐 사

회 질서를 유지하며 존속시켰던 이념으로 본 맥락과 흡사하다. 20세기를 

기점으로 이후는 전 세계가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하고 ‘인권’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이 대두되었다. 이해와 충돌이 상호 자리매김하는 지점들의 방향은 

더 나은 삶으로의 지향 선상에 있었고 그러한 작업은 시기적으로 그다지 오

랜 역사를 가지지 못했다.

위의 회의와 긍정의 시각은 ‘선언’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논의다. ‘인류공

영(人類共榮)’은 모든 사람이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함이다. 

그런데 이 고유한 인권은 도대체 무엇일까. 선언의 내용은 생존권의 대상으

로서 세상의 자원들을 필요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

는 인간존엄성과 생득권의 기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36)

36) 김연미, ｢자유주의와 복지권｣, �법학논총� 제29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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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구성원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를 지닌다는 인식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라고 시작

되는 세계인권선언문이나 �중용�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솔성지위도

(率性之謂道)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敎)’는 동서고금 공히 인간의 존엄을 천

명한 대명제다. 대명제는 보편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은 개체적 

특수성에서 양상을 달리한다.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개체적 

특수성의 표현이라 해도 수긍하기 어려운 단지가 효를 실행한 이들의 표본

이라고 제시하고 그렇게도 많은 단지를 양산하고서 뒤이어 그것이 성즉리

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6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 의해 선언문이 

완성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

서 찬성한 나라는 50개국, 8개국이 기권하여 채택되고 선포될 당시 58개 

전체 회원국이 각자 처해 있는 서로 다른 경제 발전 수준과 다양한 이데올

로기, 정치 체제, 종교⋅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세계의 주요 법체계와 종

교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 여전히 전쟁과 난민과 가난과 기아가 

아직도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이 있어서 항해에 방향을 잃지 않게 하

는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즉리의 유교적 이상이 부작용을 초래하

였다고 해서 삼강오륜이라는 인간관계의 길을 제시하는 유교 자체가 부정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장황한 언급은 그러한 선상에 

있다. 이상(理想)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절대적 권리이지만 현실적으

로 공포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 구조와 정치적 체제 속에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천명한대로 이행되기는 어렵다. 그럼 단지의 모방과 공감이 

각 개인의 주체적 실천에 전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였을까. 단지를 강권한 국

가와 사회의 권유가 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단지의 비판 

속에 전근대의 몰가치가 있다고 매도하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제대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현재적 시점에서 논자는 모방과 공감

으로 단지를 조장하려는 의도인가. 정약용이 효행의 증거로 제시하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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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指 손가락 자르기], 할고[割股 넓적다리 베기], 상분[嘗糞 변 맛보기], 갑

자기 어려운 물건이나 약 구하기라는 비합리적 행태가 모두 �삼강행실도�

에서 유래했다고 비판하는 입장37)에 물론 동의한다. 안타까웠던 과거의 흔

적임에 분명하다.

어떤 사태의 유행은 다각적 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생한다. 단지

도 복잡한 사회전반에 걸쳐진 상황 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강한 가족적 유

대에 의거한 전통 사회의 억압적 시스템 하에 사람의 생명과 자기 보존 및 

실현의 욕구를 상층의 소유물로 삼음으로 전승된 악덕으로 평가받고 있는 

단지를 지금 모방하자는 말인가.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단지의 잘잘못을 계속 

말해서 무슨 득이 있겠는가. 지금 단지를 하란다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조

선이 패망한 이후 백여 년 남짓 단지로 압축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조선

의 유교적 패러다임을 극렬 비판하고 혐오하던 것을 이젠 다른 시각에서 우

리의 흔적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사람은 그대로이다. 단지의 아픔을 느

끼는 감각은 동일하다. 그러나 환경은 변했다.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재해

석하고 유의미한 모방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해 보자는 

바람이다. ‘이상과 현실’, ‘성즉리 – 단지’, ‘세계인권선언 - * *’ 의 구도에

서 ‘* *’은 무엇이어야 할까. 인류공영을 향한 ‘* *’은 무엇일까. 분명한 사

실은 다중적 연결망 선상에 있는 인간은 일면의 부조화가 끊임없이 있었고 

앞으로 있더라도 유의미한 모방을 통해 30억년이 넘는 동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도출해 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

하고 그 중심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었다는 준엄한 사실을 망각할 수 없

음이다.

Ⅳ. 모방과 공감의 확보

㊀ 인간 본성에는 자연적(내적) 방향(목표)이 있다.

㊁ 환경은 그것을 부자연스럽게(나쁘게) 되도록 강요할 수 있다.

37) �茶山詩文集�11, ｢孝子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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㊂ 나쁜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유지될 수 없다.38)

‘마음은 물과 같다’는 개념적 은유에 근거하여 ‘마음이 흐른다.’, ‘마음은 

액체’라고 표현한 맹자는 흐르는 물로서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그 

방향이 가리키는 쪽에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였다.39) 물의 이미지는 곧 물의 방향성으로 연결된다. 마음의 이미지는 

곧 마음의 방향성으로 연결된다. 마음의 물에 대한 은유는 방향에서도 같은 

행로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물의 자연은 곧 마음의 도덕심으로 본성으로의 

방향을 가질 것이라는 전략인가.

1. 모방과 공감의 행로

우물에 빠진 어린 아이에게 향하는 감정이 이기성과 비이기성에 대한 판

단을 거치고서 도덕적임을 승인받고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려의 필터

를 거친 측은지심으로 비이기적임을 보장받을 때 선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의 모방에서 단지를 행하는 이의 감정은 비이기적 측은지심의 확보다. 이타

적 측은지심의 표현인 단지의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19세기 후반을 넘어서면서 철학에서 심리학으로 감정연구가 넘어가고 

생물학과 신경학에서 연구가 행해지면서 뇌는 감정표현과 행동을 조절하

며 감정이 없으면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뇌 과학에 의해 밝혀지

고 있다. 거울신경세포가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이 현

대 뇌 과학이 밝혀낸 성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

해 이해와 이심전심, 감정이입, 공감의 표현으로 드러난다. 즉 타인의 감정

과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의 기능이 도덕관념의 기초다.40)

공감하려는 우리의 본능은 거울 뉴런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반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체 폭력이 모

방 폭력을 부른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실험실 연구, 상관 연구, 종단 연구에

38)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같은 책, 317쪽.
39) 이향준, ｢맹자 : 슬픔의 서(恕)｣, �율곡사상연구� 제24집, 율곡학회, 2012, 142쪽.
40) 김연미, ｢관용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 공감의 은유적 맵핑｣, �법철학연구� 제17집, 

한국법철학회, 2014,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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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가 매체 폭력은 모방 폭력을 유도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이 행동 데이터를 적대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 상

관관계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이 반드시 인과 관계는 아니라는 논리다. 일

리는 있다. 그러나 신경과학 데이터는 서로 대립하는 두 논리를 무색하게 

한다. 결국 거울 뉴런의 발견은 매체 폭력과 모방 폭력 사이의 빈틈을 급속

하게 좁히고 있다. 이런 발견의 성과는 인간의 자율성에 관한 뿌리 깊은 관

념들까지 위협하며 인간이 과연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주체인가

에 대한 의구심까지 낳는다. 우리 뇌 안의 거울 뉴런은 자동적 모방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영향은 ‘사회’를 통해서 강력

하게 우리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그 사회

성 때문에 우리는 자율성이 제한된 사회적 주체가 된다.41)

그렇다면 단지가 모방과 공감으로 실행되었다. 만일 단지를 자율성이 제

한된 행동이었다고 지적한다면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큼을 부인할 수 없

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깊숙이 연결되도록 생물학적으로 배선되고 

진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전제라면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42) 행실도의 단지를 보고 지금은 이 행동을 

공감하더라도 모방하지는 않는다. 조선이라는 사회구조에서 발생된 그 사

회의 영향 하의 결과였다. 그러나 단지와 같은 신체적 자해를 감당하고 아

픔을 공감하며 타자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고 타자와 나의 간극을 잊은 행위

는 여하간 공감이었다.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 Soören Aabye)는 �공포와 전율�에서 우리

의 존재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진정한 헌신, 우리를 정의하는 헌

신을 통해서만 의미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거울 뉴런이 가능하게 해주는 

자기와 타자 사이의 신경적 공명은 그러한 헌신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는 

또 우리가 서로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심원한 방식임을 보여

준다. 우리가 공감을 하도록 배선되어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북돋아 사회를 

형성하게 하고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41) 마르코 야코보니, �미러링 피플�, 김미선 옮김, 서울, 갤리온, 2009, 218∼219쪽.
42) 마르코 야코보니, 같은 책, 275쪽.



단지(斷指) : 모방과 공감에 관한 함의 27

증명한 것이다.43) 신경과학의 발견은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의 재고를 촉구하는 시점에 서 있음을 설명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폭력

을 줄이고 공감을 심화하며 우리 자신의 문화를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에 우리 자신을 개방할 수 있을까. 이는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강력

한 신경생물학적 기제에 관한 지식이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자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른 인간들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진화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우리는 

가까워져야 한다.44) 키에르케고르가 제안한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바로 단지임을 누군들 부정하겠는가.

2. 참된 모방의 실천적 함의

유추를 통해 나는 나 자신에 접근한다. 나 자신의 마음과 몸에 어떤 연결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추위에 벌벌 떨며 통증에 아파한다. 이런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의 몸과 나 자신의 몸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 사이에 유사점을 볼 것이

다. 이런 유추로 상대의 느낌과 경험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확신을 갖게 되

고 상대의 마음은 나 자신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린다.45) 이러한 

고전적 방식은 거울뉴런의 발견으로 유추에 확신을 주었다. 서(恕), 인(仁), 

인의예지(仁義禮智) 등의 이해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더해 준다.

행실도에 단지의 모방이 확산된 지점에 의문을 가지며 모방과 공감을 통

한 다각적 이해를 모색하였다. 행실도는 민중들에게 주제를 가지고 확고히 

제시하고 한 이상이 있었던 국민 교과서였다. 이를 통해 유교적 도덕 실천

을 가능하게 하려하였다. 행실도의 배포 이후 200년도 채 안되어 단지는 가

히 폭발적으로 효행의 사례로 등장하였다. 단지를 효행 사례로 그림을 통해 

모방하고 부모를 위해 아낌없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피와 뼈를 약으로 

43) 마르코 야코보니, 같은 책, 277쪽.
44) 마르코 야코보니, 같은 책, 281쪽.
45) 마르코 야코보니, 같은 책,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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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함으로 병환을 낫게 하고 죽음을 지연시켰다. 민중으로 경제적 빈곤과 

무지의 조건 속에서 다급함과 안타까움이 동반된 단지였다. 실제로 아무 것

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렇다고 그림

을 보고 그림처럼 따라하였던 이들이 포상이 과연 절대적 목적̇ ̇ ̇ ̇ ̇ 이었을까. 단

지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있었다 해도 당시 사회적으로 같은 것을 공유하고 

모방하고 관찰함으로써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으로 단지의 실천은 공감의 표현이었다고 매우 조심스럽지만 확신한

다. 무심한 모방만으로 단지가 가능하였겠는가.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의 우

리에게 단지의 형식을 닮은 무엇을 모방하고 공감하여 표현하게 할 것인가. 

참된 모방의 길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할까. 물어야만 한다.

한일조는 도덕교육이 도덕적 지식 배양이나 판단훈련 중심으로 진행되

어 오면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거울 뉴런의 존재와 그 역할

에 대한 설명을 곁들임으로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

다.46) 물론 행실도의 단지에 주목하며 모방과 공감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

는 논의를 끌어오면서 한일조가 일찍이 거울뉴런을 주목하여 이것이 이해

의 범주를 설명으로 통합화시키는데 일조하며 도덕을 실천으로 즉 주지적 

교육을 실천적 측면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단서가 우리의 몸에 이미 

있음을 증거로 확인한 점 그리고 이는 앞으로 주요 전기(轉機)를 제공할 것

이라는 시각은47) 현 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본다. 한일조는 거울뉴런의 

성격과 그것이 갖는 공감 형성 과정상에서의 역할 특징을 바탕으로 조심스

럽게 그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그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8)

첫째, 교육의 형식과 단계 측면으로 사회과정 속에서 학습자에게 은연중

46) 한일조,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과 도덕교육｣, 같은 책, 536∼542쪽.
47) 한일조의 아래 5개 논문은 거울뉴런에 주목하여 논의되고 있다. ㉮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과 도덕교육｣, �교육철학� 제41집, 한국교육철학회, 2010. ㉯ ｢차례 : 
공감(empathy)에 대한 신경과학적 설명과 그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제46집, 한국

교육철학회, 2012. ㉰ ｢도덕성 관련 주요 논변들에 기초한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

철학� 제49집, 한국교육철학회, 2013. ㉱ ｢교권과 학생 인권 : 교육신경과학의 윤리문

제와 교육철학의 역할｣, �교육철학� 제52집, 한국교육철학회, 2014. ㉲ ｢신경과학적 

자아관의 철학적 쟁점과 교육｣, �교육철학� 제55집, 한국교육철학회, 2015.
48) 한일조,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과 도덕교육｣, 같은 책, 536∼5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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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할 의도⋅무의도적으로 미치게 되는 무의식적 영향력에 관심을 둘 

필요성을 부각시켜 준다. 거울뉴런의 존재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더 이상 

뉴런의 존재가 사실이고 그 역할이 자동적, 암묵적, 무의식적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한 관찰의 운동 관련성과 의미의 신체관련성을 더해주는 것에 있

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덕교육에서 더 이상 무의식 혹은 전의식적 과정에 소

홀할 수가 없다. 대개 가정이나 취학 전 단계에서 아동의 행위는 무의식 혹

은 전의식적 과정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부모나 이웃어른들의 생활습관

과 언행과 또래친구들의 언행, TV나 비디오 프로그램 내용 등을 보고 거울

뉴런이 신경회로 상으로 혹은 외견상으로 따라하게하기 때문이다.

둘째, 무의식/전의식적 차원에서 과정의 중요한 함의는 나아가 좋은 것

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행동을 낳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생각이 행

동으로 이어짐으로 의식적 혹은 도덕적 모범적인 인물에 대한 동일시 혹은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안내는 도덕교육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울뉴런에 의한 관찰을 통한 간접행동은 도덕교육의 방법론적 측

면에서 관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관찰을 통해 학습자는 전적으로 무의식

적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된다. 더구나 거울뉴런을 통해 이루어지는 암묵

적, 자동적, 무의식적 시뮬레이션 과정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찰을 

통한 몸의 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시청각 자료를 통한 행위의 운동경

향성을 계속 높여갈 것이므로 반복적 관찰을 통해 행동을 습득한다. 기초질

서의 행동 습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것을 행하게 된다. 수백 번 가르치기보다 그런 상황을 보

여주는 장면 비디오를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그런 장면에서 요구

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모방학습의 중요성이다. 도덕성은 이타적 성향을 바탕으로 타인마

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감에 기초한다. 관찰을 통한 직접적 행동으로

서의 모방은 사회적 공감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방학습은 좀 더 고차원적 매너, 태도의 형성을 의도함으로 모방에 중요한 

것은 훌륭한 모방 대상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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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거울뉴런의 신경계는 그물망처럼 분리된 조직체가 아니라 상호 연

관성을 가진다. 이는 도덕교육의 다방면적 접근의 시도를 촉구한다. 도덕적 

사고와 행위와 정서는 서로 분리된 것으로 접근되기보다는 서로 긴밀히 연결

된 것으로 접근하면 더 현실에 가깝고 결과적으로 효율도 증진될 것이다.

여섯째, 거울뉴런이 관찰을 통한 행위의 의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계

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감의 기반 기제로서의 공유된 다양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회로라고 한다면 그 기관이나 회로에 장애가 생겼을 경

우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사회적 행동장애나 타인 

이해 및 공감의 부족이 질적 결함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경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거울뉴런의 

존재는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도 전에 그리고 교육하고자 하는 강제

가 있기도 전에 이미 ‘보면서 따라하게 되는’ 학습기제가 존재함을 의미한

다. 거울뉴런의 존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은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속으로 따라함을 시사한다. 

그러한 과정이 무의식 혹은 전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즉 ‘자동적 모

방 기제’가 존재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우연의 과정’에 내맡길 일이 아

님을 말한다.

Ⅴ. 맺는 말

논의의 단초는 행실도의 단지였다. 단지는 적어도 현재적 시각에서는 부

정적인 언어임이 분명하다. 이 부정은 �삼강행실도�라고 일컬어지는 조선

조의 교화서였던 행실도의 비판으로 이어졌다.49) 이는 여전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성리학으로 일관되었던 조선의 무화(無化)에도 결단코 주저하

지 않는다. 나아가 조금이라도 유교적 잔재라면 극렬 전율(戰慄)한다. 문제

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강오륜을 퇴물로 치부하기에 이른다. 솔성

49) 윤미옥, ｢�삼강행실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 고찰｣, �철학논총� 제82집, 새한철학회, 
2015, 350∼3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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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率性)의 인도(人道)에 대한 부정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곳이라는 시각

은 절대 아닐 터인데도 그렇다. 여기서의 논의는 외연적 단지의 부정적 입

장을 넘어 당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삼강행실도�가 등장하고 이후 200여

년이 지나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단지의 예화가 사적(事績)으로 괄목

하게 등장한 사실에 주목해 보았다. 왜 그 당시에 단지의 모방이라는 ‘따라 

하기’의 형태가 만연하였는가에 대해 인문학적 이해의 틀을 넘어서 자연과

학의 설명을 도입하여 이해를 확장하여 보았다.

행실도가 교화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지라는 모방[따라 하기]이 신

경과학의 연구 성과인 거울뉴런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타

진해 본 것이다. 쉽지 않은 신체적 자해였던 단지가 모방과 공감을 통한 유

행으로 발전한 점에 주목해 본다면 지금 충분히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모방과 공감 능력을 그 무엇으로 유행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가능성을 말해 

준다.

사실 논의가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논자가 이끌어온 논의

의 바람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되묻는다. 거울뉴런이란 용어를 대동하여 설

명을 끌어가야하는 구차함을 감수하며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살아가고 있

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다. 과연 단지를 닮은 그 무엇을 지금 따라

할 수 있을까. 거울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증명한다고 하는데 감각으로 공

감하여 모방의 운동으로 온전히 왜 표현할 수 없는 것일까. 애써 행실도에 

단지의 모방이 확산된 지점에 의문을 가지며 모방과 공감을 통한 다각적 모

색은 개인적 치열한 인성(人性)에 대한 이해를 향한 절절한 몸부림이었고 

나아가 동참하여 함께 반추해보자는 간절함이었다. 그럼에도 논의에 단지

라고 하는 역사적 사례가 지니는 구체성과 개별성에 대한 의미 있는 포착, 

전통 도덕론의 문제의식과의 연관성, 해당 주제를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논의 내용은 상당히 미비하다. 그 부분은 다음을 기약하겠다.

결국 단지가 당시 민중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시키고자하는 주제로 제

시된 국민 교과서로 유교적 도덕 실천을 가능하게 하려던 조선이라는 사회

구조에서 발생된 그 사회의 영향 하에 발생된 필연적 결과로 등장하는데 그 

모방과 공감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맥락을 함께 생각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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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안이었다. 물론 아픔의 자취는 남았다. 그러나 단지와 같은 신체적 

자해를 모방으로 감당하여 아픔을 공감하며 타자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고 

타자와 나의 간극을 잊은 행위는 여하간 공감이었음을 부인하긴 쉽지 않다.

‘모방과 공감의 단지’라는 테마로 몸과 마음을 통괄하여 탐색함은 그 시

대를 살아냈던 이들의 물리적⋅정신적⋅사회적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이다. 해석의 길은 무궁할 것이다. 이는 또 우리가 지금의 세계를 이해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두 항목은 말한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50) 우리가 발전시킨 문화는 ‘언제나 동일

한 작용과 원리로 진행되어 온 점’51)을 주목한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단지

의 형식을 닮은 무엇을 모방하고 공감하여 우리의 몸으로 표출하게 할 것인

가. 참된 모방[따라 하기]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헌법이 제시하는 큰 틀 아래에서 헌법을 수호하면서 구체적인 국민

적 합의로 지향해야 할 가치 있는 모방과 공감은 무엇일까.

‘다른 행위자가 행한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위를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활성을 내는 신경세포’가 말하는 ‘다른 행위자가 행한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에서 다른 행위자가 행한 행동을 따라한다. 다름 아닌 우

리의 행동을 보고서 타인이 보자마자 직접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은 활성을 

냄으로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그 무엇, 서로에게 표준이 되는 ‘거울’̇ ̇ ̇

[닮고 싶음]이며 ‘거울이 되는̇ ̇ ̇ ̇ ̇ ’[닮게 할] 그것[참된 모방]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진정 무엇에 따스한 느낌을 가지고 진심으로 따라하고 싶은 것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

50)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전문에 명시된 

내용도 참조한다.
51)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지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동환⋅최영호 옮김, 

고양, 지호, 2009, 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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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ger-cutting(斷指) : Exploring the 

Implication of Imitation and Sympathy

- Finger-cutting that appeared in Samkang haengsildo 

and Dongkuksinsok samkanghaengsildo -

Yun, Mi-Ok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finger-cutting in Dongguk Shinsok Samgang 

Haengsildo and Hyojado and attempts to explore the implication of its 

imitation and sympathy. It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Samgang 

Haengsildo appeared in the then social environment beyond the negative 

position on finger-cutting and, after 200 years passed by, the example 

pictures of finger-cutting came on the scene remarkably in Dongguk Shinsok 

Samgang Haengsildo as an actual trace. With this clue, this article tries to 

extend the understanding of why the imitation of finger-cutting was 

spreading all over in a shape of  ‘ddarahagi’ by going beyond the humanistic 

understanding frame and introducing the explanation of natural science. As 

Haengsilso carried out its role as an enlightening book, this article takes a 

careful approach to find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the imitation of 

finger-cutting[copying=‘ddarahagi’] as a mirror neuron which is a research 

result of neuroscience.

This is an exploration of multilateral understanding through imitation and 

sympathy, and it investigates why the imitation of finger-cutting was 

spreading in Haengsildo. Of course, people nowadays don't im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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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cutting after reading about finger-cutting in Haengsildo. But it was, 

however, a natural result in a society generated from the social structure of 

the Joseon period during which the practice of Confucian morality was 

promoted through a national textbook suggesting the themes to be 

recognized to the public at that time. The behavior of forgetting the gap 

between others and myself, not recognizing others as others, sympathizing 

pains by bearing it through the imitation of physical self-injury, was 

sympathy after all. In this sense, there remain questions about what we 

should now imitate, sympathize with and express that resembles the format 

of finger-cutting and what genuine imitation should be.

Keywords: Confucian philosophy, ethics, Samgang Haengsildo, 

Dongguk Shinsok Samgang Haengsildo, mirror neuron, 

imitation, sympathy


